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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만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만화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만화진흥법의 핵심 내용인 민간기구 설립과 200

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예산은 만화계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화계에 신진작가들을

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단히 고무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흥법에 대한 본격적인 내부 논의는 걸음마 단계에 와 있을 뿐이다. 대학 구조조정 바람이 열풍 수준으로 휘몰

아치고 있는 2011년 현재, 대학만화교육 역시 상당한 압박과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작가 지향의 졸업생을

취업시키고 통계 수치로 뽑아내야하는 아이러니는 정책 당국의 몰지각으로 치부하기에 현실적인 부담과 피로감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대학만화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취업, 진로 설정 등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 만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만화, 만화정책, 만화진흥, 만화진흥법, 대학만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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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만화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취업 대책이다. 만화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20여개 대학에서만 한 해 500명 이상의 만화전공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대부분 취업과

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부에서는 2010년 9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평가 지표 등을

토대로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에 대해 학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책1)을 시행하

고 있다. 재학생 충원율이나 전임교원 확보율은 각 대학별 사정에 맡겨둔다 하더라도 취업률은 만화

전공의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작가를 지향하는 졸업생에게 4대 보험이 보장되어야만 하는 취업 통계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잣대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미술학계에서는 조직적인 개선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만화전

공 분야에서는 현재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만화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화진흥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대학만화교육에 어

떤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 올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한다. 특히 졸업생 취업 대책을 비롯하여 대학만

화교육 전반에 만화진흥법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짚어 보고자 한

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만화진흥법은 주로 작가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만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작가들이 대학만화교육을 통해 대거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만화진흥법이야 말로 전문 인력양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만화교육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

을 수밖에 없다. 
만화진흥법 초안에는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몇몇 조항이 들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

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자는 만화진흥법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만화진흥법이 대

학만화전공 교육에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안들을 견인해 낼 수 있기를 희망해왔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간 우리 대학만화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만화진흥법을 통한

대학만화교육의 혁신적인 변화와 진취적인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한다. 
만화진흥법이나 대학만화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다. 초창기 만화진흥법 추진 실무를 맡

았던 만화연구가 한상정은 2009년 ⌜만화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문화산업기본법, 출판문화진흥법과 납

본제를 중심으로⌟2)라는 논문에서 만화진흥법의 필요성에 대해 기존의 유사 관련 법규를 근거로 제기

한 바 있으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부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전문 인력양성문제를 법규를

통해 해결해 보고자하는 시도는 연구 단계를 넘어서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영역이다.  
연구에서는 만화진흥법의 추진 경과와 대학만화교육계의 간략한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만화진흥

법초안에 담긴 전문 인력양성 조항에 근거한 구체적인 교육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주로 법안의

1)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7일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1학기 신입
생부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을 선별해서 부실대학명단을 공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
원회를 열어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
를 평가한 결과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를 지정 한 바 있다. (김흥식, 2010)

2) 한상정, 2009,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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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과정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제기되었던 대학 교육 관련 다양한 지원안과 육성책을 망

라하고자 힘을 기울였다.    

Ⅱ. 본론

1. 만화 진흥법 추진 경과와 의미

국내 만화계에서 만화진흥법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것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다. 만화가 황미

나, 김종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김병헌 원장, 만화연구가 주재국씨 등에 의해 여러 정책 토론회와 기

고문 등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3). 그러나 실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구체적인 실행 단계

에 들어 간 것은 2009년 1월 민주당 장세환 의원실의 요청에서 비롯되었다. 만화는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이

나 지원에서는 소외되어 왔던 만화계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만화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으나 추진 동력이 없어 주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연구자 역시 2007년 『만화애니메

이션 연구』제12호에 발표한 ⌜한국만화산업 발전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사

례들을 종합하여 만화진흥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한 만화문화(산업)진흥법의 제정운동을 재차 제안4)한

바 있다.

입법기관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새로운 활로를 찾으면서 만화진흥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

기 시작함으로서 만화진흥법 제정 움직임은 논의와 연구 단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접어

들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애니메이션계와 함께 연대하여 ‘만화애니메이션진흥법’의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좌초된 바가 있어 만화계 내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

이 많았다.

추진 초기에는 다소 더딘 흐름을 보여 오다가 2010년 2월 국내 대표적인 젊은 만화작가들이 ‘만

화진흥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 30여명의 젊은 만화가들이 주축이 된 ‘만화

진흥법 추진위원회’는 실무진행자와 법령 조문 작업을 담당할 변호사 등을 위촉하고, 그 후 1년간 20

여회 이상의 회의와 토론 작업을 진행한 끝에 2011년 1월 <2011 만화진흥법 초안>을 완성하게 되었

다.

간략한 추진 경과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3) 김병수․윤기헌, 2007, pp.7~9
4) 김병수․윤기헌, 앞의 글,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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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주요 내용 비고

2009년

1월
민주당 장세환 의원 만화진흥법

제정관련 미팅 요청
류지영 보좌관 통해 연락 옴

1월
만화진흥법 추진을 위한 만화계 모임 시작

이후 4월까지 6회에 걸쳐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다소 공전됨

9월
새롭게 추진하기 위한 만화계

결의가 시작됨

각각 진행되던 만화진흥법추진

움직임이 통합됨

11월 1차 초안이 마련됨 한상정, 김혜준 위원

12월 1차 초안에 대한 만화계 내부 논란 가열 12월 28일 1차 토론회

2010년

1월
만화작가 중심의 만화진흥법 추진위원회 결성

움직임 가속화

특히 자율 심의 기구에 대한

거부감이 작가들 사이에 확산됨

2월
22일 만화진흥법 추진위원회 공식 발족식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3월
조광희 변호사를 통한 법안

초안 마련 작업 착수
법무법인 원

5월
11일 만화 단체 회장, 실무단과

현황보고 및 추진 논의
만화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개최

6월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 보좌진 개별 면담 24개 의원실 면담

7월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과 발의하기로 합의
원래 민주당과 추진중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인 점 고려

10월 조광희 변호사에 의한 1차 수정 초안 완성
이병규 변호사에게 별도

자문 받음

11월 수정 초안 검토 자문회의 개최
전문화부장관정책보좌관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참석

12월 검토 회의 11월~12월 사이 계속 이어짐

2011년

1월 최종 초안 완료 8개 만화단체 통해 만화계 공표

2월 17일 : 조윤선의원실 주최 국회공청회 개최
800명 이상의 만화인 참여로

성공적인 공청회가 됨

4월 만화계 끝장 토론회 100여명 만화작가 참석

5월 국회의원 발의 서명 작업 299명 전원 목표

6월 국회 상임위 상정 예정

표 1. 만화진흥법 추진 경과5)

5) 김병수, 2011a,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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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법 추진위원회 참여 단체>

(사)한국만화가협회 / (사)우리만화연대 / (사)한국카툰협회 /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추진위원회 명단>(가나다순)

- 고문 : 김동화, 김형배, 박재동, 이현세, 이희재, 조관제, 최재봉, 허영만, 황미나

- 추진 위원장 : 원수연, 전세훈

- 추진 본부장 : 김병수

- 추진 팀장 : 임성환

- 총 무 : 권혁주

- 자 문 : 양동석 / 주재국

- 추 진 위 원 : 강도영(강풀), 곽백수, 고필헌(메가쇼킹), 김수용, 김풍, 남준석, 박찬섭, 박태성, 박정하,

신경순, 신영우, 엄재경, 윤태호, 윤인완, 이대호, 이빈, 이상신, 이종범, 이충호, 이현수, 이해광, 임재원,

정기영, 정재훈, 정철, 최규석, 최경아, 홍승표(미티) 및 만화 4개단체 실무책임자

주요항목 세부 내용

만화진흥위원회

설립

 1. 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2. 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3.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6.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 관련 기술·표준의 개발과 보급

 7.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8.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만화진흥기금

조성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만화저작권보호
 1. 창작․만화산업․만화의 이용 등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

의 분쟁의 조정.

만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실제 입법은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윤선의원이

맡기로 했고 이르면 2011년, 늦어도 2012년까지는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화진흥법추진위원

회(만추위)에는 국내 대표적인 만화단체와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30~40대 젊은 작가들이 앞

장서고 있다. 만추위 구성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만화진흥법 추진위원회 개요6)

만화진흥법은 만화인 스스로 만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제

정 공포된다면 한국만화 100년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만화계 안팎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만화계에서 구현하고자하는 주요 정책은 크게 3가지로 집약된다. 2011년 4월 2일

개최된 ‘만화진흥법 만화계 끝장 토론회’ 자료집에 공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고와 관련 있

는 전문 인력양성 부문은 굵은 서체로 표기했다.

6) 김병수, 2011b,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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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학과명 누계

4년제

공주대학교/극동대학교/대불대학교/목원대학교/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순천대학교/신라대학교/예원예술대학교

/전주대학교/조선대학교/중부대학교/청주대학교

13

2~3년제
경민대학/공주영상대학/대구미래대학/부산예술대학

/부천대학/인덕대학/청강문화산업대학
7

총계 20

위원회 설치

 2.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자문

 3. 창작물에 관련한 계약 기타 법률 자문 / 회계․세무 자문

 4. 만화저작권 위탁 관리 운용

표 3. 만화진흥법 핵심 쟁점7)

최근 신인작가들이 대부분 전문적인 대학교육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추세에 비춰 볼 때 만화진

흥법의 제정은 대학교육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화진흥법을 통해 적게

는 200억, 많게는 400억 원 이상의 만화진흥기금이 조성되어 만화계에 편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인력양성 부분에도 획기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신진작가 발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기회로 삼아

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사업안 제시에 앞서 대학만화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대학만화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990년 공주전문대학(현 공주대학교)에 만화예술과가 개설 된 이후 1995년, 상명대학교와 세종대

학교가 국내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만화학과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2011년 현재까지 ‘만화’가 표기된

전공 학과는 20여개에 이른다.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인접 학문의 부분 전공 혹은 관련 학과까지 합하

면 약 140여 개 대학이 만화와 관련된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만화 관련 전공대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만화 관련 학교 현황(2011년 기준)8) (가나다순)

이제 만화가 지망생들은 과거처럼 특정 작가를 찾기 보다는 특정대학을 찾고 있으며, 이러한 현

상은 작품에도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60~70년대 만화가 지망생들은 스승의 그림체를 모방하는데

주력했고, 80년대는 대본소작가에 의한 공장식 프로덕션 만화가 횡행했으며, 90년대 만화가 지망생들

이 일본만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데 급급했다. 반면 오늘날 만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프로덕션식

7) 김병수, 앞의 글, p.6

8) 2011년 3월~4월 연구자에 의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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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도제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을 강하게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대학의 만화 교육은 몇몇 주요 유명 대학에 편중되어 있으며, 부실한 커리

큘럼과 전공 교육자의 부족, 방만한 실기전형, 만화계 현장과의 연계 부실 등이 보완 되어야 할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졸업생의 취업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대책

자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만화작가를 지망하는 학생들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지만 정부의 취업 통계상에 적법한 ‘취업자’로 인정되기에는 여러 가지 난

관이 존재한다.

현재 만화 관련 대학 졸업 학생들은 ‘만화산업’ 은 물론 게임,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유사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이는 그림이나 캐릭터 디자인 이외의 기획, 편집,

스토리, 연출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기 때문에 최근 문화콘텐츠 관련분야에 인재를 공급하는 주요

통로가 된다. 하지만 이 통로가 계속 건강하게 존재 하려면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만화 작가 집중 육성 및 진로 개척 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위해 현장 전문가들을 대학으로 적극 유입하고 그 전문가들에 의

해 필요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작가 이외에 만화를 통해 문화콘텐츠 분야로 나아

가는 전문 인력의 육성책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만화창작뿐만 아니라 실무 인력 인턴쉽

제도도 적극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만화관련 대학생 작가 장학 지원 사업이나 대학생 관련

만화 공모전 및 지원제도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 문화콘텐츠의 뿌리산업으로 언급되는 만화에

투자하는 길이 곧 멀티미디어를 비롯 모든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상명대학교 이해광 교수의 다음 발제는 현재 대학만화교육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도 정부의 지원책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었을 경우 충분히 혜택을

받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특히 기획, 편집, 스토리, 그림 작가 등 구체적인 전문분야로 나

누어 전문 커리큘럼 개발 및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만화관련대학의 평가제도의 문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 작가를 지망 하는

현실과 다르게 4대보험이 되는 업체에 취업을 해야 취업현황에 잡힌다. 그것은 곧바로 대학의 등급으

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 측에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학생들에게 창작 쪽 보다는 취업을 권유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9)  

만화작가 지망생 대부분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관련대학 학생 육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우리 만화산업의 미래마저 불투명 질 수 있다. 또한 20년이 넘은 대학만화학과의 역

사에 비해 아직까지 교직과목이 없다는 것 또한 만화발전의 장애 중의 하나이다. 조기에 만화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만화 꿈나무들을 위한 체계적인 정규교육 시스템이 부재한 관계로 적잖은 만화 지망

생들이 방과 후 동아리 활동 정도에서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적어도 전문계, 고등학교에

서만이라도 만화수업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사 양성 지원책이 절실하다. 대학 만화학과 졸업

생들의 우수한 재원 일부를 교육재원으로 활용 하여 질 높은 만화조기교육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10)

9) 이해광, 2011,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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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법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 장에서는 만화진흥법과 대학만화교육의 관계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3. 만화진흥법과 대학만화교육

만화 진흥법 상에서 대학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 인력 양성 조항이다. 전문 인력이라 함은 초

중고생과 같이 의무교육이나 기초 교육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 대학교육이나 업계에서 현역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실무인력 양성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흥법 초안에는 인력양성에 관한 일반적인 문구만 있으므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혹은 만화진흥위원회의 활동 근거가 될 정관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화진흥법 초안의 1장, 3조, 3항, 5열에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는 조항이

대학만화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2장에서 5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행 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 실제 법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장 만화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제5조 (만화가 및 전문 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 자원 개발

2.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 인력양성은 비단 대학교육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대학만화교육이 전문 인력양성

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재원을 확보하는 일은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관건은 대학만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느냐이

다. 만화진흥법이 이제 겨우 초안이 마련된 시점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처럼 학

회를 비롯한 만화관련 전공 계열의 움직임도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상명대학교 이해광 교수는 지난 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만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패널로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실질 지원 방안 제안> 
1. 만화관련 대학생 작가 장학 지원 사업 출판지원금 확대

2. 대학생 관련 만화 공모전 및 지원제도 활성화

3. 창작 지원실 설치 지원(현재 각 대학 학생들의 창작 실기실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파악됨 심지어 개

10) 이해광, 앞의 글,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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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작업공간이 확보 안 된 대학도 여럿 있음)
4. 만화관련 전문 인력(기획, 편집, 스토리 페스티벌 등) 커리큘럼 개발 및 실시

5. 산학 연계 프로그램 중 만화창작뿐만 아니라 실무 인력 인턴쉽 제도도 적극 도입

6. 졸업생과 재학생이 만화산업 현장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7. 만화 관련 대학에 교직과목을 설치 운영

현재 대학만화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해법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정책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해광 교수의 안과 연구자가 만화진흥법 제정활동을 하면서 축적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해 본다.  

4. 만화진흥법을 통한 대학만화교육 혁신 제안

1) 만화교육소위원회 구성과 만화전공 입시지원센터 운영 지원

만화진흥법을 통한 만화 진흥의 구체적인 정책 집행 기구로 민간이 주축이 된 ‘만화진흥위원회’

(이하 만진위) 설립이 핵심 사항이다. 만진위 산하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인데 ‘만

화교육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전문 인력양성 정책을 원활하게 펼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

육소위원회는 학계, 업계, 기관 등 관련 기관 단체들이 함께 만화진흥위원회 산하의 만화교육 정책 전

반을 관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만화교육소위원회가 대학 교육만 중점적으로 다룬다면 당연히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

겠으나 전문 인력양성의 범위와 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보다 체계적인 인력양성의 틀을 갖

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위원회와 함께 만화교육 정책연구소를 설립 운영한다거나 과거 만화

교육포럼과 같은 자생적인 교육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원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소위원회 산하에 가칭 만화전공 입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만화전공 수험생들과 만화학원,

만화입시교육실시 고교에 원활한 만화입시 정보제공과 정보의 흐름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지방 대학

만화전공의 입시대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입시, 공모제도의 개선과 만화전공 진입장벽을 낮

추는 활동을 펼치도록 하면 만화전공의 활로 모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대학만화 졸업생 대책

(1) 공공 인턴쉽 스태프풀 운영

현재 전국 대학의 만화관련 전공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졸업생의 취업 대책이다.

작가를 지향하는 졸업생들이 취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과에 비해 만화전공이 상대

적으로 불합리한 평가에 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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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지만 업계가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에 비해 만화작가

의 대부분은 사업체와 무관한 ‘작가 개인’인 까닭에 스태프나 어시스턴트로 발탁되더라도 취업자 통계

에 잡히지 않는다. 작가로 데뷔하여 연재 혹은 단행본을 펴내고 있는 졸업생조차도 현행 취업자 통계

원칙에 따르면 ‘무직자’로 분류될 뿐이다.

순수 예술 장르가 아니라 대중예술 장르이면서 엄연히 취업 아닌 취업(스태프, 어시스턴트), 창업

아닌 창업(작가 데뷔)을 하고 있는 장르는 만화가 거의 유일하다. 일부 기성 작가들 가운데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취업 통계를 낼 때 4대 보험 가입 유무를 따지기 때문에 취업자로 통계가

잡히지 않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진위에서 공공 스태프, 어시스턴트, 문하생 인턴쉽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성 작가 밑에 들어가 한동안 작가의 작품에 참여하면서 배우고자하는 졸

업생을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계약직 인턴 직원으로 선발하여 작가에게 파견하는 제도다.

(2) 1인 창조기업 창업활성화와 공동 스튜디오 창업 지원

현재 만화계는 어시스턴트를 구하지 못해 구인란이 심각하다. 스태프에 대한 처우가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도 원인인데 만추위에서는 스태프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

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대학의 만화전공 졸업생 취업 대책과 연계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방

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곧장 작가로 데뷔하는 졸업생에게는 창업을 유도하는 것도 취업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1인 창조기업정책이데 만화가야 말로 가

장 완벽한 1인창조기업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만화가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자 등록을 한다

거나 1인 창조 기업 관련 정부사업에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혼자서 창업의 길을 가기 어려운 졸업생들을 위해서는 공동스튜디오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천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나 경기도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서울에 소재한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등의 대체로 작가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만진위도 작가 스튜디

오 지원을 광범위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을

견인하는 스튜디오로 육성되도록 각종 지원을 한다면 졸업생으로 구성된 만화창작기업을 설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진위가 학회나 각 대학별로 산학협력관계를 맺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위해서 대학 교육에서도 창업 교육을 병행하여 스튜디오의 설립과 운영, 사업 아이템 발굴

등을 이는 그동안 문화부에 의존해 왔던 정부 지원을 고용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의 활용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재학생 상시 지원프로그램

재학생을 위한 상시 지원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회자되는 사업만 요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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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화관련 대학생 작가 장학 지원 사업 및 출판지원금 확대

② 대학생 관련 만화 공모전 및 지원제도 활성화, 대학생 대상 공모전 신설

③ 학생 창작 지원실 설치 지원(현재 각 대학 학생들의 창작 실기실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파악

됨, 심지어 개인 작업공간이 확보 안 된 대학도 여럿 있음)
④ 유명만화작가 대학 순회 특강 실시

⑤ 만화작가 전문 실기 강사 파견 지원

⑥ 대학 만화 전공자 간 교류지원 사업

4) 만화의 학문적 가치를 높이는 연구 사업 지원 활성화 지원 - 연구소의 설립

만화전공이 국내에 정착한지 20년이 지났지만 학문적 연구와 학술 결과물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

이다. 만화전공 대학원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곳도 10곳 미만이고 박사과정은 공주대학교가 유일

하다. 이처럼 빈약한 토양에서는 만화의 장기적인 학문적 성취를 담보하기 어렵다. 학문적으로 안정되

지 않은 대학 전공분야는 사상누각이 되어 쉽게 허물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가 학술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학술대회를 1년

에 여러 차례 개최하려고하는 것도 만화를 학문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대단히 열악하여 순전히 학회의 자생력과 교수, 강사, 연구자의 개인적 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 박사 과정 출신들이 대학 강단을 제외하고는 갈

곳이 없다는 점도 만화의 학문적 연구를 후퇴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별로 특성에 맞는 별도 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면 만화의 학문적 위상은 대단히 높아지는 것은 물론 만화에 대한 사

회적 인식 개선도 급격히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 만화 교직 과목 신설을 통한 초중고 만화교육의 체계화 모색

초중고의 만화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서두에 이해광 교수가 제기한 만화교직 과목의

신설과 만화교사의 체계적인 양성이다. 현재 초중고의 만화교육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예술 강사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예술 강사들이 임시직 내지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특히 3대 보험만 적용하고 있어 취업자 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전공에

서도 예술 강사로의 취업이 적극적인 선택이나 추천이 아니라 임시방편정도로 여기는 실정이다. 따라

서 초중고의 만화교육도 전문고등학교나 중학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전문적인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 강사들의 신분이 안정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만화 전공 내에 교직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만화교사가 체계적으로 육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문화부산하의 만화진흥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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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화진흥위원회가 교직과목 설치를 위한 기초 작업

을 하는데 밑받침이 될 수는 있다고 본다. 만진위 산하 (가칭)교육소위원회가 함께 정책 반영을 위한

활동에 나설 수 있다면 만화전공의 장기적인 활로 마련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 뉴미디어 시대의 학생 육성 전략 제언

최근 만화를 수용하는 미디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앱 클라우딩 시스템과 n스크린을 통

한 스마트기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웹툰 중심의 신진등용 시스템에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따라

서 대학교육에서도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인재양성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커리큘럼 개선 작업

에 나설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기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미디어 환경에 노출될 것이다. 따라서 변화를 예측하고 선도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선결

과제다. 뉴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문화콘텐츠는 이제 자국 시장을 넘어 전지국적인 경쟁이 불가피해지

고 있다. 최근 국산만화인 형민우의 ‘프리스트’가 헐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로 재탄생하여 전 세계 개

봉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하나의 콘텐츠가 전지국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일반화되는 현상

이다.

우리만화가 보다 글로벌한 골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래픽 노블, 인터랙티브(쌍방향성), 3D 입체,

게임요소의 반영, 무빙카툰 등 그간 웹툰, 출판만화와는 무관해 보이던 문화콘텐츠의 총합적인 요소를

끌어 들일 필요가 있다. 만화전공은 과거 ‘출판’중심의 종이 미디어에서 뉴미디어 문화콘텐츠의 총아

로서 새로운 변신이 절실하다. 이 최일선을 대학교육이 담당함으로서 미래 우리만화산업의 지형을 바

꿔 놓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만화진흥법을 기반으로 한 대학만화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

보았다. 만화교육계와 만화창작 현장 간에 가로 놓인 장벽은 직접적으로 연결 고리가 부족하다는데 1

차적 괴리감이 있다. 현재 만화 현장에서는 스태프나 어시스턴트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많은

신진 작가들이 일정 기간 동안 수렴기간을 거쳐 데뷔하게 되는데 웹툰 등의 범람으로 통로가 막힌 것

이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학계와 현장간의 담장을 허무는 것이 급선무다. 만화진흥법의

제정은 그러한 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부터 고교생의 숫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고가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몇

년 전 나온바 있다. 교육부에 의한 대학의 구조조정 태풍을 만화전공도 피해가기는 어렵다. 만화계가

살아야 만화작가가 있는 것이고 만화전공을 통해 배출되는 신진작가들의 진로도 미래를 기약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만화진흥법의 제정은 만화계에도 중요하지만 만화교육 현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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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 제정을 둘러싸고 현장과 학계에서 본 연구자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확연하게 다르다. 만

화계 현장에서는 대학교육 일선의 사정이나 현황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 반면 대학의 만화현장

에 대한 관심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크지 않다.

만화진흥법의 제정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만화현장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학회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짐 소하고 있으나 발의와 상정 과정을 통

해서 현실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보다 적극적인 결함과 공동행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졸업생의 취업대책에서부터 재학생의 전문화된 교육 지원, 학문 연구, 교직과목의 개설 등 만화전

공이 백년대계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만화계는 만화교육계의 필

요성과는 무관하게 만화진흥법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만화교육계는 이러한 만화계 현장의 움직임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만화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고 이정표로 세우는데 기반으로 삼았으면 한다.

지금이야말로 만화현장과 만화교육이 만나야할 시점이고 만화진흥법이 바로 그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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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novative Educational Practices in Cartoon Animation 

Education Program Through The Cartoon Promotion Act Legislation

Kim, Byoung Soo · Lee, Won-Seok
There is a growing movement of cartoon and animation circles to legislate the cartoon promotion act. It is 

anticipated that a wind of change will blow through the cartoon circle as private organizations are planned to 
established and a budget over 20 billion won is allocated. Although it is very encouraging for colleges who perform 
a substantial role in introducing new authors, a full  internal discussion on the cartoon promotion act is still at a 
fledgling stage. Currently, the college restructuring craze is sweeping the country and cartoon animation education 
program can not be an exception. Especially, the irony of helping graduates who desire to be authors find jobs 
and expressing it as a statistical figure is too burdensome and worn out to regard it as an indiscretion of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cartoon animation college programs in South Korea by 
focusing on graduates' job-finding and career planning and to propose solutions through the legislation of cartoon 
promotion act. 

Key Word : cartoon, cartoon policy, the legislation of cartoon promotion act, cartoon education i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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