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한국의 ‘웹툰’은 일본의 ‘아니메’를 뛰어넘을 성장 산

업으로 관심받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2020년 
국내 웹툰 자체 시장만 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1]. 
만화 산업은 네이버에서 분사한 네이버웹툰주식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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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한국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연재된 학원물 웹툰 열편의 폭력 장면에서 나타난 폭력의 빈도, 유형, 
그리고 맥락을 분석했다. 내용 분석 결과 작품 1회 당 2.15건의 PAT(Perpetrator-Action-Target)이 나타났
다. 폭력의 유형으로는 물리적 폭력이 전체 PAT의 73.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나타났다. 등장인물의 캐릭터 
특성을 보면 폭력 가해자의 외모가 뛰어난 것으로 설정된 경우가 5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의 
캐릭터가 영웅인 경우가 35.9%, 악당인 경우는 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구 사이인 
경우가 60.8%를 차지했다. 과도한 신체표현, 오버액션, 말풍선과 같은 표현 기법으로 폭력 장면을 희화한 한 
장면이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동기로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신념을 위한 수단(2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순 재미(20.9%)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폭력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을 알 수 없는 경우
(79.9%)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미디어∣웹툰∣학원물∣PAT(Perpertrator-Action-Target)∣폭력의 맥락∣
Abstract

The study analyzed the frequency, type, and context of violence in 10 school-life webtoon published 
on Korean portal-site, Naver. Results of content analysis showed 2.15 PAT(Perpetrator-Action-Target) 
per 1 episode. As for the types of violence, physical violence accounted for 73.2 percent of PATs.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characters, 53.6 percent of those who committed violence were set to have 
good-looking. 35.9% of those who committed of violence were heros and 37.3% were villains. The case 
that perpetrator and target were friends accounted for 60.8%. The case that a travesty is made of the 
violent scenes adopting excessive expressions, overtures, and balloons accounted for 66.7%. The most 
common motive for violence was the means for the interests and beliefs of individuals and groups 
(29.4%), followed by fun (20.9%). The case that the punishment or compensation for violence is absent 
accounted for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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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자회사 포도트리(웹툰컴퍼니)가 성장을 주도
했다. 네이버웹툰은 세계 기준 사용자가 4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620만 명, 월 
평균 이용자 수는 1700만 명에 달한다. 카카오페이지
와 다음웹툰을 운영하는 포도트리는 국내 월간 사용자
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카카오페이지는 누적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작품만 614개에 달한다. 콘텐
츠진흥원은 카카오페이지 ‘기다리면 무료’서비스가 웹
툰 산업 전체 매출을 이끌었다고 봤다.1) 스마트폰 사용
자의 20%가 웹툰을,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30%가 웹
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웹툰의 인기와 함께 소재와 표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또한 커지고 있다. 폭력을 미화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
마추어 웹툰(webtoon) 작가 김수찬이 2015년 본인 페
이스북 페이지에 연재한 <상남자 만화>는 첫 화를 포스
팅한 후 56000개의 ‘좋아요’를 받고 1300회 이상 ‘공
유’되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 웹툰의 유머 코드
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첫 화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
다.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자기야, 우리 벚꽃 보러 
가자”라고 한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이 여성에게 욕을 
하고 여성의 얼굴을 가격한 후 머리채를 잡고 거울 앞
으로 끌고 가 “거울을 봐. 니가 꽃이잖아”라고 한다. 결
말은 유머로 마무리되지만 ‘데이트 폭력을 희화화(戲畫
化)했다’는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다.2)

웹툰의 폭력성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수 년 전부
터이다. 2012년 1월 야후코리아에 연재된 웹툰 <열혈
초등학교>가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네
이버 연재 웹툰 <소녀 케이>, 공공장소에서 패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시민상을 주는 장면을 실은 다음 
연재 웹툰 <이말년>과 같은 네이버, 다음 연재 웹툰도 
연달아 논란이 됐다. 이들 웹툰은 대부분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 관람가여서 더욱 문제가 
컸다.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웹툰에 대
해 중점 모니터링을 시작했고 웹툰 작가들은 검열을 반
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같은 해 4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는 웹툰을 만화계의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한국

1) 조선비즈 (2018년 2월 15일자) 만화 시장 1조시대 연1등 공
신... K웹툰 열풍도 이끌어. 

2) 동아일보 (2015년 9월 9일자) 이성혐오시대. 23면.

만화가협회와 '웹툰 자율규제 협력을 위한 협약(MOU)'
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웹툰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2012년 6월 네이트 웹툰 <개미잡이>에서는 
여학생을 납치·감금해 성폭행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네
이버 웹툰 <노이즈>에서는 소아성애자인 성인남자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와 네이버가 공식 사
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웹툰 
전문 사이트 레진코믹스가 연재하는 웹툰 작품의 폭력
성과 선정성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했다. 이에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세대의 자발적 
문화를 침해할 수 있다는 근거로 웹툰의 내용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폭력은 특히 ‘학원물 웹툰’에서 중심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학원물’은 학교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애
니메이션, 드라마, 소설 등을 총칭한다. 10대 학생이 주
인공, 학교가 배경인 것이 특징이고, 로맨스·미스터리·
액션 등 다양한 장르 형태를 보인다. 청소년들이 즐겨
보는 학원물 웹툰은 일진문화, 집단따돌림과 같은 폭력
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르다. 네이
버에서 연재한 인기 웹툰 <외모지상주의>에서는 왕따, 
음주, 흡연과 같은 행위와 함께 고등학생들 간의 싸움
이 수시로 등장한다. 인기 웹툰 <프리 드로우>는 학교 
일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교복 입은 학생들 간의 폭
력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폭력성, 반사회성 내용이 표현된 간
행물을 ‘유해 간행물’로 지정해 따로 관리하지만, 웹툰
은 정식으로 출판된 간행물이 아닌 탓에 실질적으로 청
소년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에게도 스마트폰을 통
한 콘텐츠 소비는 일상이 되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의 ‘미디어보유와 이용행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
학교 4∼6학년생의 60%, 중·고등학생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제일기획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조직 제일DnA센터가 2015년 9월 전국 스마트폰 
사용자 4442명을 대상으로 7만 여개의 앱에 대한 사용 
로그 2억여 건을 분석한 결과 10대가 스마트폰 앱을 사

3) 머니투데이 (2012년 6월 21일자) 아동성폭행' 다룬 '노이즈' 웹
툰 논란. 온라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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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시간은 2시간 50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게
임과 같은 ‘디지털 놀이’에 할당하는 시간은 전체 스마
트폰 이용 시간의 36.7%(52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네이버 웹툰의 일일 이용자 중 10대 청소년은 300만 
명이 넘는다. 

웹툰 내용에 대해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은 듯하다. 
2010년 이후에 웹툰 연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주로 
웹툰 제작과 연출의 특징, 매체의 기술적 특징과 발전
에 대한 것이다. 채희상(2014)은 영화화와 같이 매체 
전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웹툰의 특징을 분석했다[2]. 
웹툰의 현황과 발전 모델, 마케팅, 광고 활용 등 산업화 
확대를 다룬 연구도 있다[3]. 만화매체의 디지털 전환과 
발전을 살핀 연구[4-6], 웹툰 산업의 특징에 관한 연구
도 있다[7]. 미디어 폭력성 연구는 TV·뮤직비디오·영화
와 같은 장르를 주로 다루었다[8-12]. 

하지만 웹툰은 국내에서 탄생한 새로운 형식의 만화 
콘텐츠이어서인지 해외 연구도 찾기 힘들다. 뉴미디어 
중에서는 그나마 게임의 폭력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폭력적인 장면이 많은 게임 콘텐츠를 자주 접할 
때 과연 실제 폭력성이나 폭력 발생이 많아지는 지를 
알아본 연구들이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만큼 웹
툰을 많이 접한다. 그럼에도 웹툰의 폭력성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지적 공백을 채
우고자 이 연구는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성을 탐구
했다. 특히 어떠한 맥락에서 폭력을 소재로 사용하는지
를 알아보았다. 학원물 웹툰은 청소년이 주 소비층인데, 
주요 등장 인물이 학생이고, 학교를 무대로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청소년 수용자의 몰입도가 높을 가능
성이 크다. 이 연구는 학원물 웹툰의 폭력성에 대한 탐
색의 의미가 있다. 이어지는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관련 연구와 이론을 살펴보고, 3장에서 연구문
제를 제시한 후, 4장에서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5장에
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6장에서 결론을 서술한다.

Ⅱ. 문헌검토

1. 웹툰 및 학원물 웹툰의 특징
웹툰은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디지

털 방식으로 제작돼 온라인상에서 보는 만화를 의미한
다[1]. 박석환(2009)은 웹툰의 등장 과정을 ‘출판 만화 
→ 디지털만화 → 인터넷 만화 → 웹툰’의 순으로 규정
했다[3]. 디지털만화는 출판(종이)만화책을 디지털기기
로 스캔해 PDF로 변형한 후 이미지 파일로 감상하는 
형태이다. 인터넷 만화는 기존의 출판 만화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미지 파일로 제
작된 만화이다.  

웹툰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00년 8월 천리
안이 <웹툰>이라는 만화사이트를 개설하면서부터다.4) 
당시 이 사이트 속 만화는 기존의 가로읽기 칸막이식 
출판만화와 차이가 없었다. 현재의 웹툰과 용어는 같지
만 모습이 달랐던 셈이다. 지금과 같은 웹툰이 처음 등
장한 것은 미디어 다음(daum)에서 만화서비스를 개설
한 2003년이고, 이후 네이버를 필두로 대형 포털사이
트가 웹툰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세로 스크롤로 보는 방식과 같이 웹에 적합한 연출 방
식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됐다. 

웹툰은 영화 제작 시 사용되는 ‘스토리보드’와 형태가 
유사하다. 스토리보드는 영화 제작 시 시나리오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영상화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을 그림으
로 정리한 계획표다. 스토리보드에는 주제, 화면제목, 
화면 구성, 화면설명, 연결화면 등을 기록한다. 웹툰을 
마우스 스크롤로 내리며 횡적으로 감상하면 영화의 장
면 장면을 잘라서 수직적으로 배열한 것처럼 보인다. 
현장의 영화감독들도 “웹툰 한 장면 장면을 그대로 영
상으로 구성하면 영화가 된다. 웹툰을 영화로 옮기기는 
쉬운 편”이라고 말할 정도다. 실제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끼’ 등 많은 웹툰이 영화화되고 있다.

학원물 웹툰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출판된 편이다. 
스토리텔링과 트랜스미디어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의 학원물 콘텐츠가 사용자 몰입을 유도하는 현실
모방적 서사와 매체의 특징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장르
를 생성해가고 있다고 해석한 연구[13], 학원물과 재난
물이 결합된 웹툰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분석하여 청소
년이 재난에 대처하는 방식의 구현을 설명한 연구[14]
가 있다. 학원물 웹툰의 폭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4) 매일경제 (2010년 8월 8일자) 한국 웹툰의 발전사.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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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 폭력성 범위와 측정
미디어 폭력성 연구 초기에는 주로 폭력의 물리적 행

위에 초점을 맞췄다. 거브너와 그의 동료들(1980)은 폭
력을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물리적인 힘의 표출 
혹은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는 강제적 행동인 상해와 살
인’으로 정의했다[15]. 

미디어 폭력성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대상은 
TV 프로그램이다. 거브너와 동료들(1980)는 20년 동
안 TV프로그램의 폭력성을 분석했다[15]. 전미TV폭력
연구도 TV의 폭력성을 분석한 대표적 연구이다[16]. 
국내에서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지상파 방송사
의 TV프로그램 폭력성을 분석했다[17]. TV 프로그램 
폭력성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을 지지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수용
자는 미디어 속 폭력 행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관
찰’을 하고, 이를 통해 학습한 다음 폭력을 모방하게 된
다. 반두라는 실험을 통해 아동은 미디어에서 재현한 
공격적인 행동을 본 후 그 행동 방식을 모방하는 것을 
밝혔다[18]. 수용자는 가해자가 보상을 받는 것을 관찰
한 후에 공격 행동을 더 강화했다. 

이후 물리적 행위를 넘어 다양한 종류의 폭력 유형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폭력성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린버그와 동료들(1980)은 미디어 속 인물에 대한 주
변의 심리적 공격과 같은 비(非)물리적 폭력도 육체적 
폭력 이상으로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했다[19]. 윌리암스, 자브렉, 조이(1982)는 아예 폭력을 
‘물리적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했다[20]. 포터와 웨렌(1996)은 폭력을 ‘심리적, 사
회적, 감정적 차원에서 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규정했고
[21],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폭력까지도 폭력으로 규
정했다[22]. 욕설·모욕·조롱·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도 
폭력으로 보고 지상파 방송사 3사의 주 시청 시간대 프
로그램에 대한 폭력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8]. 

TV뿐 아니라 뮤직비디오, 영화 등에 나타난 폭력성
도 물리적 폭력 외에 심리적 언어적 차원에서 연구됐다
[8][10-12]. 비(非) 물리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비해 
객관적인 측정이 쉽지 않지만 미디어 폭력성은 비(非) 
물리적 폭력까지 포괄한다는 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
진 셈이다. 

전통 미디어와 달리 뉴미디어 콘텐츠 속의 폭력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게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앤더슨과 
그의 동료들은 온라인 게임 콘텐츠의 이용과 폭력성을 
연구한 결과 폭력적인 게임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공
격적인 감정과 사고, 행동이 상승했다[23]. 국내에서도 
습관적으로 폭력적인 액션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공격
성과 폭력성이 더 커지고, 폭력적 태도를 형성해 학교 
폭력을 높이거나 이런 게임에 몰두 할수록 학교 폭력 
가해 행동 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행해졌다
[24][25].

이 연구는 미디어 폭력성 측정을 위해 PAT 분석틀을 
활용했다. PAT는 Perpetrator-Action-Target의 앞
글자만 따온 용어이다. 우리말로는 ‘가해자-폭력 행위-
피해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V 프로그
램에서 남자가 여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다고 치
자. 한 연구자가 가해자와 피해자 발생을 근거로 뺨 때
리는 행위를 A로 보았다. 그러면 남자를 P, 뺨때리는 
행위를 A, 여자를 T로 하여 한 단위의 PAT를 측정할 
수 있다.

미디어의 폭력성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단순히 
폭력 행위만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 폭력 행위를 둘러싼 
상황, 즉 폭력이 발생한 맥락까지 고려하게 되었다. “폭
력이 나오게 된 맥락이 어떠한지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았기 때문이다[26]. 예를 들어 가해
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수용자가 폭력성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수용자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
는 폭력보다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을 더욱 폭력
적으로 받아들인다[27]. 또 호감이 가고 긍정적인 인물
이 행하는 폭력은 부정적 인물이 행한 폭력보다 긍정적
으로 받아들인다[28]. 폭력을 행하는 가해자가 매력적
일수록 가해자에게 더 쉽게 감정이입을 한다[16]. 피해
자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수용자는 매력적인 피
해자를 더 동정한다[29]. 

건터(1985)는 폭력이 발생한 맥락을 ‘프로그램 장르’, 
‘폭력행위 주체(가해자)와 피해자(객체) 정보’, ‘폭력이 
발생되는 도구’, ‘폭력의 유해정도’, ‘폭력이 발생하는 환
경’으로 세분화했다[26]. 윌리엄스와 동료들은 ‘폭력의 
고의 여부’, ‘폭력행위의 결과’, ‘폭력묘사에 유머 가미 
여부’를 폭력성 측정 범위에 포함했다[20]. 포터와 워렌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의 양태와 맥락에 대한 내용분석 249

(1998)은 물리적 폭력과 함께 ‘폭력에 대한 보상 유무’, 
‘폭력의 정당성 정도’, ‘폭력의 동기와 의도’, ‘등장인물
의 성격’. ‘폭력적 행위에 대한 후회 정도’, ‘폭력의 표현 
방식’을 측정했다[22]. 하승태·김창숙·유성훈(2007)은 
케이블TV 프로그램의 폭력성을 분석하면서 ‘등장인물
의 특성’, ‘폭력이 발생하는 환경’,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물리적 폭력과 함께 측정했다[30].

 

Ⅲ. 연구문제 

학원물 웹툰은 학생들이 주요 등장인물이고, 학교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청소년 수용자의 동질감
과 몰입감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은 10~19세까
지의 자아 형성기를 세대를 지칭한다. 이들은 주로 타
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
하려 한다. 이 때 청소년이 선호하는 TV나 영화 속 스
타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면 이를 모방하는 행동을 하
는 경우가 있다[31]. 미디어 속 또래의 행동방식을 자신
에게 대입해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행동하기 때문
이다[32]. 이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가 주는 함의를 받
아들여 국내 포털사이트에 연재된 학원물 웹툰의 폭력
성이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우선 웹툰에 나타난 폭력의 양과 유형이 어떠한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폭력의 맥락에 따라 수용
자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웹툰에 
나타난 폭력의 맥락을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다. 기존 
연구를 보면 폭력의 맥락은 일곱 가지 정도로 파악할 
수 있었다: ①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②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 관계, ③ 폭력의 희화화(戲畫
化), ④ 폭력의 동기, ⑤ 폭력의 처벌 또는 보상, ⑥ 폭력
에 따른 피해, ⑦ 폭력의 현실성.

등장인물의 캐릭터 특징에 따라 수용자의 폭력성 평
가는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수용자는 잔혹하고 사악
한 캐릭터보다 선한 캐릭터가 행한 폭력에 대해 더 긍
정적인 평가를 내린다[28]. 폭력을 행한 가해자가 선하
거나 영웅 캐릭터인 경우, 중립적이거나 악당 캐릭터인 
경우에 비해 수용자가 폭력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았다
[33]. 그렇다면 학원물 웹툰 속 ‘얼짱’ 남학생이 가하는 

폭력은 여드름투성이의 비호감 남학생이 행하는 폭력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 관계에 따라서도 수용
자의 폭력성 평가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용자는 강
자-약자, 갑-을, 상-하와 같이 등장인물의 지위 서열이 
있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동등한 지위에서 발
생하는 폭력보다 더 폭력적이라고 생각했다[34]. 학원
물 웹툰에서도 지위 서열은 자주 나타난다. 실제 학교
에서도 일진들의 득세, 교실 내 갑을관계 형성과 그에 
따른 복종과 폭력적 계도, 성적에 따른 서열화 등이 일
어나고 있다. 

폭력의 희화화 여부도 중요하다. 포터와 웨렌(1998)
은 코미디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폭력이 희화화 될 경
우 수용자가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지
적했다[22]. 배론과 볼(1974)의 실험에서도 우스꽝스러
운 유머 형식의 영상물에 드러난 폭력은 수용자가 느끼
는 폭력성 정도를 크게 낮췄다[35]. 폭력이 유머가 결합
될 경우 수용자들이 폭력으로 인한 결과를 비현실적으
로 받아들였고, 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연
구결과도 있다[16]. 만화는 특성상 영화·드라마와 같은 
장르에 비해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 많다. 또 폭력 가
해자나 피해자의 행동이 만화 특유의 표현양식에 따라 
과장되어 우스꽝스럽게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36]. 

미디어 속 등장인물이 어떠한 동기에서 폭력적인 행
동을 했는지도 수용자가 폭력성을 파악하는데 영향을 
미친다[16][21]. 정당하지 못한 폭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폭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보다 폭력 행위
를 더 폭력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27]. 예를 들어, 자
기 방어 차원에서 행해진 폭력이 나타난 TV 프로그램 
수용자는 폭력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자기 
방어를 위한 폭력을 학습한다[16]. 경찰과 범인이 동시
에 폭력을 휘두를 경우 수용자는 경찰이 행하는 폭력이 
덜 폭력적이라고 생각했다[26].

폭력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의 유무도 수용자가 폭력
성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폭력이 처벌되
지 않는 장면을 본 TV 프로그램 수용자는 폭력을 학습
하고 모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처벌되어 가해의 결과
를 두려워할만한 요소가 전달된 경우 수용자의 폭력 행
동 모방 가능성은 감소했다[16]. 또한 가해자의 폭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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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경우엔 처벌이 있는 경우에 
비해 폭력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았다[18]. 이 연구를 위
한 기초 작업으로 네이버 인기 웹툰 <외모지상주의>, 
<일진의 크기>, <폭풍의 전학생>, <센 놈>, <프리드로
우>를 사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폭력에 대해서 교사
나 학교가 처벌하는 장면은 적었다. 반면, 폭력을 행한 
가해자가 친구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거나 이성에게 인
기를 끄는 것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경우는 많았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장애·심리적 좌
절과 같은 결과물이 미디어에서 나타나는지 여부도 수
용자가 폭력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
용자는 미디어에서 재현한 폭력의 결과로써 고통이나 
피해가 명확하게 제시되는 경우에 그렇지 않는 경우보
다 가해 행위를 더욱 폭력적이며 심각한 것으로 해석했
다[26]. 특히 청소년이 자아를 형성해 가는 시기인 점을 
고려할 때 명백한 물리적 피해가 없다 할지라도 폭력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인 고통은 성인에 비해 그 여파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사전 분석에 따르면 학원물 웹툰
에서 심리적인 고통이 제시된 경우는 적었다.

마지막으로 폭력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미디어에 재
현되었는지도 수용자가 폭력성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뉴스 속 폭력을 본 수용자가 광고 속 폭력
을 본 수용자보다 더 높은 공격성을 드러냈다는 보고가 
있다[37]. 비슷한 예로 사람끼리 주먹으로 싸우는 장면
을 보며주며 “연출된 것”이라고 설명할 때보다 “실제 
사건”이라고 설명할 때 수용자는 더 높은 공격성을 보
였다[38]. 미디어 재현의 현실성 분석을 하는 배경에는 
수용자의 감정처리와 모방이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독자가 학원물 웹툰의 폭력 피해자에게 감정이
입을 깊게 할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공포감은 증가할 
수 있다. 한편 폭력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한 경우에
는 현실에서 더욱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
한다. 

연구문제 1.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의 양과 유형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 가해자와 피
해자의 캐릭터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 가해자와 피
해자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의 희화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의 동기는 무
엇인가? 

연구문제 6.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에 대한 처벌 
및 보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7.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에 따른 피해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8.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은 사실적으
로 묘사되었는가?

Ⅳ.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기존 미디어 폭력성 연구를 참고하여 국내

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 웹툰 사이트 중 조회
수가 가장 높은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웹툰 산
업 현황 및 실태조사 보고서(2015)에 따르면 국내 웹툰 
시장에서 네이버 웹툰의 시장 점유율은 53.6%이다
[39]. 이어 다음카카오가 37.3%의 점유율을 보였다. 두 
포털이 웹툰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0%
는 네이트와 같은 포털형 웹툰과 레진코믹스·탑툰과 같
은 웹툰 전문사이트가 차지하는데, 이들 웹툰 서비스는 
시장 점유율도 낮고 19세 이상의 성인물 웹툰이 많은
데다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미디어 폭력성 연구의 분석대상은 사람들이 콘
텐츠를 접하는 ‘양’을 기준으로 정했다. 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폭력성을 분석한 거브너와 동료들(1980)은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을 분석했다[15]. 민영 등의 ‘주
시청시간대 지상파 텔레비전의 폭력성 연구’(2007) 역
시 주시청시간대에 방영된 지상파 TV프로그램을 모집
단으로 삼았다[9]. 서영남과 그의 동료들(2009년)은 대
중에게 노출 빈도가 가장 높은 작품을 대상으로 뮤직비
디오의 폭력성을 분석했다[10]. TV프로그램으로 비유
하면 지상파 케이블 등 채널은 특정 웹툰 사이트에 해
당된다. 개별 TV프로그램은 각각의 웹툰 작품이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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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률은 웹툰의 ‘조회수’다. 
네이버 웹툰을 선택한 이유는 청소년이 네이버 웹툰

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이다. 네이버 웹툰 이용자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3%에 달한다[39]. 특히 
10대는 22%로, 모든 국내 웹툰 서비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다음카카오를 통해 웹툰을 보는 
사람은 주로 30~40대이다. 30대가 42%, 40대 이상이 
39%, 10대는 6% 정도가 다음에서 웹툰을 이용했다.

네이버 웹툰은 ‘도전만화 코너’, ‘도전베스트 코너’, 
‘웹툰 코너’라는 3단계의 리그제를 운영 중이다. 우선 
일반인이나 신인작가들이 자율적으로 ‘도전만화 코너’
에 작품을 게재한다. 이후 ‘도전만화 코너’에서 인기를 
얻은 작품은 다음 단계인 ‘도전베스트 코너’에 게재할 
수 있다. ‘도전베스트 코너’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면 ‘웹
툰 코너’에 연재할 수 있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해
당 작가가 유명해지는 웹툰은 대부분 최종 단계인 ‘웹
툰 코너’에 게재된 작품들이다. ‘웹툰 코너’에는 월요웹
툰, 화요웹툰, 수요웹툰 식으로 매일 25~30편 가량의 
작품이 연재된다. 일주일 단위로 보면 매주 200편 가량
의 웹툰이 연재되는 셈이다. 

‘웹툰 코너’의 오른쪽에는 연령별, 성별 조회수가 높
은 1~5위 작품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예를 들어 월요
일 웹툰 중 10대 남성에게 인기가 높은 1~5위는 1위 
<뷰티풀 군바리>, 2위 <신의 탑>), 3위 <평범한 8반> 식
으로 순위가 나온다. 연구자는 2015년 요일별로 10대
가 많이 본 1~5위 웹툰 10개 작품(남성 5개 작품, 여성 
5개 작품)을 정리했다. 일주일 치를 합치면 총 70개 작
품(남성 35편·여성 35편), 2주치를 합치면 140개 작품
이 됐다. 이 중 상당수가 중복되어 1~5위 작품이 52개
로 정리되었다. 그 다음 웹툰의 제목과 주제를 참고하
고 1~3회를 구독한 후 총 12편의 학원물 웹툰을 선별
했다. 이중 연재 횟수가 20회 이하인 <서북의 저승사
자>를 제외했다. 전작인 <패션왕>과 달리 대학교를 무
대로 한 <복학왕>도 제외했다. 최종 분석 대상은 [표 1]
과 같이 총 10편으로 선정되었다. 

최종분석 대상 10개 작품의 연재 회수를 합하면 총 
705회가 된다. [표 1]에 제시되었듯 작품별로 연재 횟
수는 차이가 있었다. 웹툰은 주 1회 연재되고 연재 회
수가 작품 별로 다르기 때문에 연재 기간 전체의 10%

에 해당되는 회수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총 71회 분석
했다.

표 1. 학원물 웹툰 분석 대상
제목 저자 연재 횟수 

1 윈드브레이커 조용석 91회 

2 여중생A 허5파6 38회 

3 오!주예수여 아현 21회 

4 미래소녀 황준호 23회 

5 최강전설 강해효 최병열 116회 

6 외모지상주의 박태준 49회 

7 프리드로우 전선욱 99회 

8 전설의 레전드 강냉이 25회 

9 소녀더와일드 훈,제나 209회 

10 달수 이야기 산삼 34회 

2. 분석단위 
웹툰의 폭력성을 측정하는 분석단위로는 ‘전미TV폭

력연구’에서 사용된PAT(pepetrator-action- target)
를 적용했다[17]. PAT는 가해자(pepetrator), 행위
(action). 피해자(target) 세 요소로 폭력 장면을 측정
한다. 세 요소 모두 있어야 폭력 장면이 구성된 것으로 
본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이 연구는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기존 연구를 참

고해 ‘폭력 유형’, ‘캐릭터 특징’, ‘폭력 행위 맥락’, ‘폭력 
결과’, ‘폭력 현실성’ 유목에 해당하는 변수를 구성했다. 

1.1 폭력 유형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참고한 선행연구 

폭력
유형 폭력의 유형

물리적·언어적·심리적·성적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거나 

압박하는 행위 

Williams, 
Zabrack & 
joy(1982)

캐릭터 
특징 

캐릭터 가해자와 피해자의 캐릭터: 
영웅/악당 Gunter(1985)

역할 가해자와 피해자의 극중 역할 Gunter(1985)

위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교 커뮤니티 
내 위치

Liss, 
Reinhardt(1983)

외모 가해자와 피해자의 묘사된 외모 Zillmann(1991)

폭력
행위 폭력의 희화화 폭력 묘사 시 유머·액션성·효과음 

등 사용 여부 
Zillmann & 

Bryant(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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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중범위 수준까지로 보고 물리적 폭력과 언어·
심리적인 통한 비(非)물리적 폭력까지를 파악했다. 물리
적 폭력의 구체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를 사용
한 공격 ② 책상, 의자 등 도구를 사용한 공격 ③ 자상
이나 칼로 위협 ④ 납치 유괴. 언어폭력의 구체적 유형
은 다음과 같다: ① 빈정거리는 혼잣말 ② 욕설·비속어·
조롱·공격적인 말투 등의 모욕적인 말 ③ ‘너 그럼 죽는
다’, ‘확 배를 쑤셔줄까’와 같은 신변의 위협을 표현하는 
말. 

심리적 폭력은 직접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가하지 않
더라도 피해자를 압박하여 폭력을 가한 것과 마찬가지
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왕따를 시켜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든지, 학교 화장실 등에서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도움의 눈빛을 보내도 외면하는 행위
를 통해 피해자의 정신에 타격을 주는 행위를 심리적 
폭력으로 규정했다. 심리적 폭력의 구체적 유형은 다음
과 같다: ① 바보 취급·빈정거림·면박주기 등 ‘놀리기’ 
② 매점 심부름과 같은 일명 빵 셔틀·돈 뺏기·잦은 폭행 
위협과 같은 괴롭힘 ③ 교실에 없는 듯 무시하는 따돌
림.

이 연구는 폭력 유형에 ‘성(性)적 폭력’을 추가했다. 
성적 폭력은 물리적·언어적·심리적 폭력 유형으로도 포
함시킬 수 있지만 폭력의 특징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
문에 별도로 분석했다. 성적 폭력의 구체적 유형은 다
음과 같다: ①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② 피해
자 신체 중 일부를 더듬는 등 성추행 ③ 상대방의 동의
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 시도하는 강간. 

두개 이상의 폭력이 동시에 발생하면 주된 폭력으로 
측정하되 비중이 비슷할 경우 ‘복합 폭력’으로 코딩했
다.

1.2 캐릭터 특징

가해자와 피해자의 캐릭터는 ① 나쁜 의도의 폭력을 
일삼는 ‘악당’ ② 보통(평범한 인물) ③ 강하면서 심성이 
좋은 영웅으로 분류했다. 

캐릭터 역할은 ① 주인공 ② 상대역 ③ 조연으로 분
류했다. 주인공은 극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이다. 상대
역은 주인공과 대척점에 있는 중심인물이다. 조연은 큰 
비중은 없이 주인공의 친구나 선생, 부모와 같이 주변
인 격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상은 ① 학급, 학교 밖 등 학생
들 사이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강자’ ② 평범한 학생들 
③ 교실 내 왕따, 성적 하위권, 외톨이 등으로 표현되는 
‘약자’로 분류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외모를 ① 미남, 미녀를 비롯한 
‘호감형’ ② 주인공에 비해 떨어지면서 평범한 외모 ③ 
크고 사나운 인상, 두꺼운 입술, 거친 피부가 특징인 ’비
호감형‘으로 분류했다. 

1.3 폭력의 맥락 
폭력의 희화화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항목을 정했

다: ① 언어를 이용해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 ② 고통이
나 아픔을 과장된 표현, 결투 장면 속 액션으로 인한 통
쾌한 타격감으로 한편의 무술,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신체적 희화화 ③ ‘휙~, 퍽~’ 등 폭력행위
가 일어났을 때 말풍선이나 그래픽, 자막, 효과음으로 
액션을 강조하는 희화화 ④ 복합적 희화화. 

폭력 행동의 동기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항목을 정
했다: ① 자신이나 타인의 물리적 공격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폭력(자기방어) ②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에 따른 
폭력(분노) ③ 물리적 폭력에 대한 보복심에 의해 행해
지는 폭력(보복) ④ 개인 및 집단의 물질적 이득, 권력, 
신분, 인기, 영향력 획득을 위해 폭력(이익·신념) ⑤ 자
신이나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폭력(재미). 

폭력 행동 후 가해자가 돈, 명예, 지위, 권력을 획득하
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인정, 칭찬, 격려 등을 받는 경우
는 '보상'으로 분류했다. 반면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 
돈·명예·지위·권력을 상실한 경우, 친구·가족·제3자로부
터의 외면·비난·질책을 받는 경우는 '처벌'로 규정했다.

1.4 폭력의 결과 및 현실성 

맥락 

폭력에 대한 
처벌/보상 

폭력에 대한 처벌/보상 또는 간과 
여부 

Potter & 
Waren(1998)

폭력 동기 기방어·유희·우연·보복·사적 이익 
등 폭력을 가하게 된 동기나 목적

Potter & 
Warren(1996)

폭력 
결과

폭력에 따른 
결과

폭력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심리적 상해 묘사

Van der 
voort(1986)

폭력 
사실성 

폭력 주체와 
행위의 

리얼리티
폭력 상황의 현실성 정도 Atkin(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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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상
해가 묘사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했다. 

폭력 사실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① 학교·집·운
동장·도서관·게임방 등 실제 발생했던 폭력을 그대로 
따온 듯한 폭력 ② 허구이지만 개연성이 높아 실제 벌
어질법한 폭력 ③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은 비현실적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캐릭터를 통해 사실성을 구분
하는데 참조했다. 현실적인 캐릭터는 학교 내 학급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예를 들어 평범한 학생, 공
부 잘하는 반장, 싸움 잘하는 일진, 끼어들기 좋아하고 
행동이 방정맞은 유형, 잘난 체하는 똘똘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현실적 캐릭터는 현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유형으로, 예를 들어 남자 여러 명보다 싸움을 잘
하는 여학생. 배우 같은 외모에 싸움을 잘하고 집도 부
자이고 반장을 맡고 있는 남학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코더 간 신뢰도 
커뮤니케이션 전공자 2명을 대상으로 코딩절차와 코

딩 스킴을 숙지하게 한 후, 분석대상의 10%에 해당되
는 웹툰 7회를 임의로 선정하여 코딩을 실시했다. 

코더 간 신뢰도계수(Cohen's Kappa)를 산출한 결
과 대체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물리, 언
어, 심리, 성적 등 폭력 유형(.71~.90), △가해자 피해자
의 역할, 캐릭터, 외형, 위상(.62~.77), △폭력의 희화화
(.79), △폭력의 동기(.82), △가해자의 처벌/보상(.87), 
△폭력의 결과 묘사(.74). 가해자 피해자의 캐릭터와 가
해자·피해자 외형은 다소 낮게 신뢰도가 산출되기도 했
다. 웹툰이나 만화, 애니메이션을 많이 본 사람과 그렇
지 않은 사람 간 만화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되어 몇 차례 더 코딩 스킴을 수정해가면서 
신뢰도를 높였다. 

Ⅴ. 연구결과 

분석대상 중에서 총 153개의 PAT이 추출됐다. 분석
대상이 총 71회이므로 청소년들이 인기 웹툰 1회를 볼 
떄 2.15번의 폭력 장면에 노출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 폭력의 양과 유형 (연구문제 1) 
폭력 행동 유형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했다. 전

체 PAT 중 물리적 폭력이 73.2%, 언어 폭력이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가 17.6%, 심리적·성적 폭력이 각각 1.3%인 것으로 나
타났다.

물리적 폭력에서는 ‘신체를 이용한 폭력(75.8%)’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책상·걸상·마대자루 등 교실에
서 쉽게 볼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폭력은 9.8%였다. 
학원물인 만큼 총, 칼과 같은 무기류를 사용한 폭력이
나 독살은 없었지만 유괴·납치·목조르기·자기상해·자살
은 일부(0.7%) 나타나기도 했다.

언어적 폭력에서는 ‘모욕이나 비난(15%)’과 ‘위협
(9.8%)’이 많이 나타났다. 심리적 폭력에서는 ‘괴롭힘’이 
1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놀림(1.3%)’, ‘따돌림
(0.7%)’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적·심리적 폭력이 적게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이
유로 설명할 수 있다. 폭력 장면은 물리적 폭력을 중심
으로 언어적·심리적 폭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
았다. 상당수 폭력 장면에는 낮은 수위의 비속어와 욕
설 등의 언어적 폭력을 비롯해 괴롭힘과 놀림 등 심리
적 폭력이 같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 폭
력이 물리적 폭력으로 구별되는 경우가 많았다. 웹툰은 
그림이 중심이 된 콘텐츠이므로 등장인물의 행동을 중
심으로 폭력을 표현한 장르적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표 3.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 행동 유형
물리적 복합적 언어 심리적 성적 합계
73.2% 17.6 5.2 1.3 1.3 100%

                      총 PAT: 153건

2. 가해자와 피해자의 캐릭터 특징(연구문제 2)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캐릭터 특징은 [표 4]에 제

시했다. 역할을 보면 폭력의 가해자(40.5%)와 피해자
(45.8%) 모두 주인공이 경우가 많았다. 폭력 가해자 캐
릭터가 영웅인 경우가 3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당
(37.3%)인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위상을 보면 강자에 의한 폭력이 77.1%인 것으로 나
타났다.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20.3%)이 강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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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폭력(55.6%)보다 적었다. 강자인데도 폭력을 
당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전형적인 만화의 이야기 구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원물에서는 주인공이 폭
력을 행하는 상대는 일진이나 불량배 등이다.

이들은 일반 학생보다 강자이기 때문에 강자를 대상
으로 한 폭력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또 폭력 
가해자는 외모가 뛰어난 호감형(53.6%)이 비호감형
(26.1%)인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징

역 할 주인공 상대역 조연 알 수 
없음 합계

가해자 40.5 19.0 34.6 5.9 100%

피해자 45.8 15.7 32.0 6.5 100%

캐 릭 터 악당 중립 영웅 알 수 
없음 합계

가해자 37.3 20.3 35.9 6.5 100%

피해자 26.1 34.0 31.4 8.5 100%

위 상 강자 보통 약자 알 수 
없음 합계

가해자 77.1 11.8 7.2 3.9 100%

피해자 55.6 15.0 20.3 9.2 100%

외 모 호감형 평범 비호감형 알 수 
없음 합계

가해자 53.6 17.6 26.1 2.6 100%

피해자 49.0 23.5 21.6 5.9 100%

                                  총 PAT 건수: 153건
    

3.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연구문제 3)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표 5]에 제시했다. 둘 

관계는 친구 사이(60.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아무 관계없는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도 34.6%를 차
지했다.

  
표 5.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 가해자-피해자 관계 

친구 관계
없음

부모
자식

알 수 
없음 부부 선생

제자 연인 합계  

60.8 34.6 3 0.76 0.7 0.7 0.7 100%

                                  총 PAT 건수: 153건
   

4. 폭력의 희화화 (연구문제 4)
폭력의 희화화에 대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했다. 

PAT의 66.7%에서 폭력의 희화화가 나타났다. 언어적 
희화화(0.7%)에 비해 신체적 희화화(43.8%)가 월등히 
많았다. 그래픽이나 자막을 통한 희화화는 13.1%로 나
타났다.

희화화 대상은 피해자(26.1%)가 가장 놓은 것으로 나
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희화화 한 경우는 
22.2%, 가해자를 희화화 한 경우는 18.3%인 것으로 나
타났다.

표 6.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행위에 대한 희화화 
신체적 없음 그래픽자막 복합적 언어 합계

43.8 33.3% 13.1 9.2 0.7 100%

                                  총 PAT 건수: 153건

5. 폭력의 동기 (연구문제 5)
폭력의 동기에 대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했다. 폭력

의 동기로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신념(29.4%)을 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순전히 재미(20.9%)로 폭력을 가
하는 경우가 그 다음 많았다. 폭력 장면 5건 중 1건이 
재미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됐다는 뜻이다.

   
표 7.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의 동기

이익·
신념 재미 보복 분노 자기 

방어 명령 우연한 
사건

알수
없음 합계

29.4 20.9 20.3 19.6 6.5 1.3 1.3 0.7 100%

                                  총 PAT 건수: 153건

6. 폭력에 대한 처벌 (연구문제 6)
폭력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했다. 

폭력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
수(7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그
려진 경우는 15.7%에 그쳤다. 

표 8.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에 대한 처벌/보상
 알 수 없음  처벌 보상 합계

79.7 15.7 4.6 100%

                                  총 PAT 건수: 153건

7. 폭력의 피해 양상 (연구문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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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피해 양상에 대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했다. 
폭력의 피해 양상이 명시적(49.7%)으로 묘사되는 경우
가 그렇지 않은 경우(31.4%)에 비해 많았다. 폭력의 피
해 양상으로는 코피·행동장애·의식불명과 같은 물리적 
상해가 60.8%, 분노·자살시도와 같은 심리적 상해가 
14.4% 나타났다.

표 9.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행위에 따른 결과 묘사 빈도
명시적 없음 암시적 합계
49.7 31.4 19.0 100%

                                  총 PAT 건수: 153건

8. 폭력의 사실성 (연구문제 8)
폭력의 사실성에 대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했다. 폭

력 장면은 대체로 충분히 일어날법한 경우, 즉 ‘개연적 
허구’로 표현되었다(58.8%). 폭력 장면에 등장하는 캐
릭터가 현실적이고, 재현된 폭력이 실제 언론보도에 나
온 학교 폭력과 유사하게 그려져 ‘사실적’인 경우가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학원물 웹툰에 나타난 폭력의 사실성 
개연적 허구 사실적 비현실적 합계

58.8 26.8 13.7 100%

                                  총 PAT 건수: 153건

Ⅵ. 결론 

이 연구는 학원물 웹툰 속 폭력적 장면의 빈도와 유
형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원물 웹툰 속 PAT 빈도는 작품 1회 당 2.15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브너와 동료들(1986)의 연구에
서 TV 프로그램 1시간당 8.4건의 폭력장면이 나왔다
[40]. 스미스와 동료들(2002)은 TV프로그램 한편 당 9
회 이상의 폭력성이 나타나면 ‘폭력성의 포화
(saturation)’ 상태라고 규정했다[41]. 웹툰 속 폭력성 
포화에 대한 기준은 없다. 기존 TV프로그램은 10
분~60분 간 진행된다. 반면 60~70컷으로 구성된 웹툰 
1회를 빨리 보면 1~2분 내외로도 볼 수 있다. 즉 방송 
분량이 정해져있고 시간을 기다려야 볼 수 있는 TV드

라마 혹은 극장에서 볼 때만 폭력장면에 노출되는 영화
와 달리 웹툰은 출퇴근길, 잠자기 전 침대, 화장실 용변 
볼 때 등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짧은 시간 내
에 여러 편을 한꺼번에 보면서 폭력성이 더 많이 노출 
될 수 있다. 웹툰이 더욱 ‘폭력성이 포화된 콘텐츠'로 진
단할 수 있는 이유다. 폭력의 유형별 분석에서는 물리
적 폭력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언어적·심리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함께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

등장인물의 캐릭터 특성에서 주목할 요소는 ‘영웅적 
가해자’, ‘호감형 가해자’가 주를 이뤘다는 점이다. 폭력 
가해자의 외모가 뛰어난 경우(53.6%)가 많았고 폭력 가
해자의 캐릭터가 대중이 선호하는 영웅(35.9%)인 경우
가 악당(37.3%)인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가해자와 피
해자가 친구 관계인 경우(60.8%)가 많이 나타났다. 또 
언어, 과도한 신체표현과 오버액션, 말 풍선, 그래픽을 
통한 폭력의 희화화가 PAT 중 66.7%를 차지했다. 개
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한 폭력이 많이 나타났고, 특히 
아무 이유 없이 재미로 가하는 폭력도 높은 수치로 나
타났다.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가 보상이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수준은 15.7%
에 불과했다. 즉 폭력의 결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
다는 의미다. 오히려 폭력의 결과로 처벌과 보상 중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폭력 결과로 
처벌이 적게 이뤄지거나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을 경
우 웹툰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폭력에 무감각해질 수 있
다.

종합해보면, 학원물 웹툰에서 재현된 폭력의 양태나 
맥락이 청소년 수용자들의 폭력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원물 웹툰에 
폭력적 내용이 많아지고 그 폭력이 미화 혹은 정당화된
다면 반복적으로 노출된 청소년들은 현실 속 학교 폭력
의 심각성에 둔감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23]. 
린츠, 도너스테인, 그리고 펜로드(1984)가 대학생들에
게 여성을 대한 폭행이 담긴 영상을 5일간 보여준 결과 
초기에 분개하던 학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에 
둔감해졌다[42]. 학원물 웹툰 속 폭력 묘사를 반복적으
로 접한 청소년 역시 현실에서 발생하는 실제 학교 폭
력을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게다가 폭력
의 희화화를 자주 접함으로써 폭력을 재미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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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도 있다. 웹툰에서는 주인공이 주먹으로 상대
는 때리는 장면은 소리를 “퍽” “꽝”이라는 식으로 표현
하고 맞는 사람의 얼굴을 과장되고 웃기게 그리며 희화
화 한다. 이로 인해 폭력이 고통스럽고 하지 말아야 할 
심각한 것이 아니라 웃기고 즐겁고 통쾌하다는 기분을 
들게 한다. 버코위츠(1970)는 “웃음으로 포장된 폭력일
지라도 수용자 인지 속 폭력과 연결된 다른 생각들을 
증폭시켜 폭력을 활성화시키는 ‘점화효과(priming 
effect)’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43].

이 연구의 의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웹툰
의 폭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웹툰 내용 심의
와 관련된 정책 구성에도 활용가치가 있다. 웹툰에 대
한 사회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는데 이 연구가 실용
적 함의를 주길 바란다. 둘째, 이 연구는 TV와 영화에 
집중되었던 미디어 폭력성 연구 흐름 속에서 웹툰이라
는 장르의 폭력성을 연구해 지적 공백을 메웠다. 웹툰
의 폭력성 수준을 다른 미디어의 폭력성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폭력의 맥락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연구틀의 저변을 넓혔다.

네이버 웹툰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한 부분은 이 연구
의 한계이다. 웹툰 전문 사이트, 다음카카오도 웹툰 시
장 점유율을 높이는 추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모집단
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학원물 웹툰 뿐 아니
라 보다 다양한 장르의 웹툰을 분석해 웹툰 서비스 업
체별, 웹툰 장르별, 세대별 비교분석을 한다면 웹툰 내 
폭력성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구조적인 분석이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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