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3

http://dx.doi.org/10.7230/KOSCAS.2014.36.393

웹툰에 나타난 특징적 말칸 연출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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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규하*, 윤기헌

초 록

만화의 구성요소는 칸, 칸새, 말칸(말풍선)이다. 말칸은 청각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회화나 청각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영화, 애니메이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만화만의 특징적인 요소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화의 연구대

상에서 말칸은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몇 안되는 선행연구들에서는 말칸의 

형태적 특징과 기능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있다. 웹툰이 일반화된 현재의 시점에도 

이러한 말칸의 특징과 기능들이 그대로 계승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다만 웹의 환

경적인 요소가 만화 연출 전반에 걸쳐 변화를 유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칸에

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웹툰에 나타나는 말칸의 특징으로 

분류할 만한 관점은 두 가지로 첫째는 말칸의 배치 문제이다. 웹 공간의 무한확장

성은 만화의 칸새를 넓게 활용하는데 용이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에 따라 

말칸도 영향을 받아 그 특징을 이용해서 배치하는 경향이 일정부분 나타나고 있다. 

이를 분류해 보면 일반 배치형, 외곽 배치형, 상하 배치형, 스크롤 활용형으로 그 

특징을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로스크롤을 활용해 읽어 들어가는 가독방

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둘째는 형태적인 문제로 웹툰의 제작 기법이 디지털화 

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방법에 따라 그만큼 말칸 자체의 형태적 표현의 폭이 

넓어진 특징이 있다. 그 외 제작형태에 따라 ‘칸 외 배치형’, ‘칸 내 배치형’이 존재

한다. 이러한 경향은 원고 제작에 있어서 출판형태의 원고를 제작한 뒤 여러 매체

에 맞는 연출로 편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편집 시에 매체의 특성을 활

용하느냐 원본의 이미지를 그대로 고수하느냐의 판단에 따라 달리 표현되는 것이

다.  만화는 본질적인 속성을 유지하면서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변화되어 적용되

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생겨날 매체의 특성에 따라 그 모습을 

변화해 갈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 새로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분류

하여 기록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고 후행연구의 초석이 될 것이다. 

주제어 : 만화, 웹툰, 말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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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만화라는 매체는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장르이다. 출판매체

인 만화에서는 청각적 요소를 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각적 요

소의 시각화는 필연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글과 그림의 조

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변천을 이루어 왔고 현대만화

에서는 어느 정도 고착된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그것이 가능하

게 된 것은 만화의 대표적 형식적 특징인 말칸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적인 개념의 만화의 구성요소로 칸, 칸새, 말칸1)을 들 수 

있다. 말칸은 청각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회화나 청각적 요소

를 적극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영화, 애니메이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만화만의 특징적인 요소이다. 또한 심리나 감정, 독백 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보다 다층적인 인물묘사가 가능한 효과적 

전달 수단으로 작용한다. 만화에 대한 연구자체가 얼마되지 않는 

상태이긴 하지만 말칸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진한 상태이다. 너

무도 당연하게 고착된 형태이기 때문이겠지만 만화의 중요한 구

성요소로써 연구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만화가 웹 공간으로 옮겨지면서 청각적 요소를 직접적으로 내

포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며 전통적 만화와 다르게 특정한 변

화가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화된 표현기법과 웹 공간의 특성을 

이용한 연출, 무빙 카툰을 통해 축적된 무빙 연출 등이 그것이

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전통적인 출판형태의 말칸에 대한 

기능과 연출에 대한 정리와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말칸에 관한 

표현과 연출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4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상반기 종합학술대회(2014. 5. 30.)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1) 말풍선의 대체어로서 이제 자리잡은 ‘말칸’용어는 안수철(2008)의 제기 이

후 한국에서 학술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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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연구

1. 말칸의 정의 

말칸의 형식적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과같은 설명이 일반적이

다.

“말풍선, 또는 말 칸으로 지칭되는 만화적 표현방식은 근대만화에

서 가장 형식구조가  새롭게 축조된 만화만의 독특한 양식이다. 보

통 타원형의 여러 변형된 꼴로 대사나 등장인물의 대화를 표시하는 

장치이다. 미국에서는  Speech balloon, speech bubble, Word 

Balloon이라고 불리며, 일본에서는 후끼다시(ふきだし,吹き出し), 

중국에서는 뛔이화꽝(对话框)으로 표기한다.” 2)

허지영(2004)은 그의 논문에서 다음 <표 1>과 같이 기 연구된 저술에 

수록된 말칸의 정의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말칸이란 문자로 표현된 

메시지를 담는 하나의 공간이자 널리 쓰이는 만화의 대표적 상징 

언어라는 점은 각 정의의 공통된 핵심이라고 정리하였다. 초기 만화가 

주된 내용을 글로 표현하고 보조적 수단으로 그림을 삽입하던 삽화 

형태에서 출발하여 현재에는 주요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구어체의 

대사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형식이 정착되었다. 말칸은 텍스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그것이 가장 주요한 

역할이다. 텍스트에는 대사와 내레이션, 심리와 감정, 상태와 상황이 

표출되는데 말칸의 크기, 위치, 모양에 따라 기능이 달리 표현되며 

감성적 표현의 강도가 조절된다. 이러한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은 말칸 자체가 그림 칸과 구별되는 만화기호의 한 요소로써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 외 특별한 경우에는 말칸에 그림이 개입되거나 

말칸 자체가 물질화되어 그림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만화적 

메타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3) 

2) 윤기헌, 동아시아 근대만화의 특성 비교 연구, 경북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 대

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2, p.105

3) <‘만화의 메타표현’이란, 만화 그 자체로 언급되는 만화 표현으로 만화라는 

표상체계의 특질과 한계를 가장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

다.> 권경민, 웹코믹스의 메타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 만화애니메이션 학회 

2009 상반기 학술대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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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의

요모타 

이누히코

단순히 대사를 운반하는데 그치지 않는 다양한 비유

의 용기

랜달 피 

해리슨

(Randall P. 

Harrison)

만화창조물에 행동, 사고 및 언어를 투입시키는 것이

다. 

즉 만화가는 ‘삶’을 창조하는 것.

안수철
말칸은 만화기호의 하나로써 작가와 독자 사이에 상

통하는 상징적 언어.

움베르트 에코

(Umberto Eco)

안에 들어 있는 기호를 통해 특정한 약호를 상기시키

려는 사전적인 신호.

우은정

말칸은 만화에서 등장인물들이 사건의 줄거리를 시간 

순으로 주고받는 대화를 문자로 표현하기 위한 그림 

외의 화면의 또 다른 의미의 칸.

스콧 

맥클라우드

(Scott 

McCloud)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복잡하며 가장 쓸모 있으며 

항상 있어왔고 늘 인기를 끌어온 만화의 다양한 종합

미학 상징중 하나.

  표 1. 말칸의 정의4)

2. 말칸의 역사 

<표 2>는 허지영이 소개하는 서양만화에서 말칸의 역사를 정리

할 때 사용된 이미지를 나열한 것이다. 제시된 비블리아 파우퍼

룸은 문맹자를 위한 성서로 일종의 종교교육서이다. 이미지를 중

심으로 일정한 공간에 텍스트를 배치하여 설명을 곁들인 것으로 

말칸의 형식적 특징을 갖지 않고 그림에 예속된 형태이지만 말칸

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그 후 <자보씨 이야기>처럼 19세기 중반 

각진 형태의 말칸 형식이 되입되었고 19세기 말 일간지 만화에서 

4) 허지영, 출판만화에 나타나는 말칸의 유형과 역할에 대한 연구 - 단편만화

<What are you doing now, Alice?>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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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말이 결합된, 인쇄상, 지면상의 연속된 이야기 형식을 갖

춘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후 만화가 1910년대에 접어들어 상업일

간지와 잡지에 만화를 공급하는 신디케이트가 출현하면서 양질의 

만화가 공급되기 시작했고 만화의 소재와 형식이 다양화 되어갔

다. 1930년대에는 만화가 대중문화산업으로 기반을 획득하기 시

작한 시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때에야 비로소 <딕 트레이시>와 

같은 현대적 말칸의 형태와 종류로 정립된 시기라 볼 수 있다. 

작

가

로돌프 

퇴퍼(Rodolph 

Topffer)

윈저맥케이(Winsor 

McCay)

제

목

비블리아 

파우퍼룸

(Biblia 

Pauperum)

자보씨 

이야기(M.Jabot)

잠의 나라의 리틀 

네모

(Little Nemo in 

slumberland)

이

미

지

작

가

베티 

브라운(Betie 

Brown) 

체스터 

굴드(Chester 

Gould)

카민 

인판티노(Carmine 

Infantino)

제

목

딕 트레이시(Dick 

Tracy)
더 플래쉬(The Flash)

이

미

지

   표 2. 말칸의 역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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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조선일보 

1924.1.1.
박광현 박기당 김종래

제목
신춘작품 

공모전 1위

그림자 없는 

복수(야광주)
고양이전 마음의 왕관

이미

지

   표 3. 국내 만화 말칸의 초기형태6) 

작가 산호 이정애

제목 라이파이 열왕대전기

이미

지

표 4. 국내 만화 말칸의 현대적 형태7)

국내에서도 이러한 말칸의 발전상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윤기

헌의 논문에 소개된 <표 3>의 첫 번째 이미지는 1924년 조선일보

에 실린 만화로 말칸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사용되던 근대

만화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안수철은 자신의 저서에서 국내 

만화 말칸의 초기형태는 <표 3>과 같이, 국내만화의 현대적 말칸 

5) 허지영, 앞의 논문, p.7~p.13 재인용

6) 윤기헌, 앞의 논문, p. 106, 안수철, 만화연출 나도 할 수 있다, 노마드북스, 

2008, p.327

7) 안수철, 앞의 책 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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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예시는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1958년 간행된 박광현

의 <그림자 없는 복수>, 1957년 박기당의 <고양이전>을 산문과 

결합된 형태의 유형으로, 1962년 김종래 마음의 왕관을 산문과 

결합된 형태에 주요 대사를 말칸 처리한 경우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1945년 발행된 김용환의 <홍길동의 모험>에서 이미 현대

적 말칸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보아 말칸에 대한 형식은 

혼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물자가 귀한 시기에 인쇄 형식과 

양에 따라 그 형식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안수철이 변화의 

축으로 생각하는 당시 문어체의 집필형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한 예는 1959~1962년동안 총 32권으로 연재된 

산호의 라이파이 초기형태는 앞선 설명과 같은 글이 많은 형태에

서 점점 진보하여 현대적 형태로 발전해 간 것을 보면 알 수 있

다. 1993년 이정애 <열왕대전기>는 현대적 만화형식을 그대로 갖

추고 있다. 

말칸의 형식적 발전은 말칸의 형태가 다양해지게 했으며 글의 

표현에 있어서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변화를 이끌어 왔다.  

3. 말칸 형태에 따른 기능 분류 

말칸의 형태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글이 대사인지 내레이션인

지 구분하고, 그 청각적 요소가 시각화되어 소리의 크기, 화자의 

감정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고 구분하여 표현해주는 도구가 된다. 

다른 무엇보다 뚜렷한 기능은 글과 그림을 구분하는 기호로서의 

역할이 뚜렷한 것이다. 허지영은 그의 논문에서 다음 표와 같이 

말칸 형태의 대표적 유형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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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풍선형태 각진형태 구름형태

가시 돋친 

형태

말칸에 

그림이 

들어간 형태

그 외의 

형태

이

미

지

  표 5. 말칸 형태에 따른 기능 분류8)

말칸의 형태는 이러하다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제한적이지 않

다. 무수히 많은 형태들이 기능적, 감성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러나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빈도를 차지하는 형태를 분류하여보면 

위 <표 5.>와 같다. 허지영이 분류하여 제시한 이러한 형태는 아

주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형태들이다. 그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풍선형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현재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둥근형태

의 말칸에 꼬리를 달아 화자를 지칭해줌으로써 대화의 주체를 설

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화형식의 진행이 이루어질 때에는 거의 

대다수가 이러한 형태를 띈다. 

구분 원본 비교

이미지

표 6. 말칸의 기능비교9)

8) 허지영, 앞의 논문,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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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철은 대사와 독백을 포함한 내레이션을 구분하는 기능으로

써의 말칸의 기능을 <표 6>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상단의 예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여백에 표현되어진 텍스트는 상황설명을 

하는 내레이션 역할을 한다. 말칸에 그 텍스트를 가두어두면 말

칸의 역할이 어떠한 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2) 각진형태

말칸의 초기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보편적인 풍선형태가 

사용되기 전에 초창기에는 각진형태가 지배적으로 사용되었었다. 

풍선행태와 기능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감성적으로 부드

러운 곡선형태의 풍선형태에 비해 각이 져서 보다 강한 느낌을 

표현한다. 풍선형태의 말칸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일반적인 대화

의 상태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말꼬리가 없는 각진 형태는 보

다 객관적인 정황설명이나 감정 설명, 부가 설명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3) 구름형태

구름형태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화자를 가리키는 돌기가 점점 

작아지는 원형으로 화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유형의 말칸은 내면

의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생각 구름이라고도 한다. 그러한 특

성 때문에 다른 등장인물들은 그 내용을 감지하지 못하며, 독자

만이 그 내용을 감지할 수 있다. 

4) 가시 돋친 형태

삐죽삐죽한 가시형태가 외곽을 이루고 있는 말칸의 형태는 큰

소리나 흥분, 분노의 감정 등, 격한 감정상태를 나타낸다. 다른 

형태의 말칸에 비해 감성적으로는 신경질적, 자극적인 느낌을 전

달한다.

9) 안수철, 앞의 책 p.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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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본 비교

이미지

      표 7. 말칸의 외형에 따른 기능비교10)

말칸이 단순히 텍스트를 전달하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음을 안

수철이 제시하는 예시 그림에서 확연히 알아볼 수 있다. 말칸은 

청각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만화의 특성상 청각적 요소의 구현

은 텍스트와 말칸의 모양과 기능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다. 말칸

의 외형은 심리와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며, 분위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5) 말칸에 그림이 들어간 형태

허지영은 그의 논문에서 “글은 명확하긴 하지만, 그림과 달리 

당장 감정의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느린 축척효과에 의존한

다.”는 스콧 맥클라우드의 말을 인용하여 말칸에 그림으로 그려

진 형태의 효과적 전달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는 안

수철의 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예를 보면 위 <표 8>을 

들 수 있다. 같은 상황에 대한 글과 그림의 설명 형식을 비교하

여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림으로 전달되는 내용이 훨씬 강렬한 전

달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표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상황은 다분히 만화적인 메타표현으로 스스로 

매체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10) 안수철, 앞의 책 p.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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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본 비교

이미지

표 8. 말칸에 그림이 들어간 형태11)

6) 그 외 형태

문홍미의 <디스>에서 우측페이지의 말꼬리가 없는 각진 형태의 

말칸이 상황을 설명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각진 형태는 말

꼬리가 없어질 경우 정서적으로 객관적이고 관조적인 느낌을 주

며 기능적으로 대화 말칸과 구별된다. 이러한 형태는 작가에 따

라 스스로의 규칙성을 만들어 독백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내레이

션으로 사용되기도한다. 방사형(속칭 밤송이) 말칸은 감정의 상

태, 독백형 외침, 심리적 대화, 전지적 지시 등에 사용되어 인물

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그 외 나열된 세가지 예시는 말

칸이 그림의 일부가되는 현상을 보여주며, 말칸이 물질화 된 것

을 나타낸다. 이런 물질화를 통해 텍스트의 감정을 더욱 직관적

으로 전달해주거나 그림칸의 일부가 되도록 조형적인 요소로 사

용된다. 

작가 문홍미 박재동 
오다 

에이치로
박희정

제목 디스 THIS
목 긴 

사나이
원피스

호텔 

아프리카

이미지

   표 9. 그 외 다른 형태의 말칸 12)

11) 안수철, 앞의 책, 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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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말칸의 기능적인 특성에 대해 안수철은 형태를 떠나서 

기능적으로 그림이 들어간 말칸을 제외하고 글 말칸에 대해 대화

말칸, 독백말칸, 감정말칸, 해설말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

다. 

7) 말칸의 크기와 위치

말칸의 형태적 요소에는 크기와 위치도 영향을 미친다. 하고자

하는 말의 크기와 양, 뉘앙스 등을 결정하며 조형적 위치선정에 

따른 시각적 정보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에 대해 안수철

이 비교하여 제시하는 예시그림은 <표 10>과 같다.

작

가
김기정/신인철 박무직 윤승운

이상신/

국중록

제

목
차카게 살자 툰 Toon 맹훈장과 꾸러기들 츄리닝

이

미

지

     표 10. 말칸의 크기와 위치에 대한 예시13)

Ⅲ. 웹툰에 나타난 말칸의 유형

1. 말칸의 배치 

웹툰이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만화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는 것

이 현재의 평가이다. 사전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중성의 확보

는 만화의 형식적 발전을 선행하는 것이다. 웹툰이 인기를 끌면

12) 『디스』 안수철, 앞의 책, p. 342, 『목 긴 사나이』허지영, 앞의 논문, 

p.25, 『원피스』안수철, 앞의 책, p. 347, 『호텔 아프리카』안수철, 앞의 

책, p. 348 

13) 안수철, 앞의 책, p. 35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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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웹 환경에 적합한 여러 가지 연출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선 

스크롤을 활용한 칸의 배열에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칸

의 세로배열과 스크롤은 칸과 칸새, 말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말칸 배치의 유형을 일반 배치형, 외

곽 배치형, 상하 배치형, 스크롤 활용형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그 예시는 <표 11>과 같다.

구

분
일반 배치형 외곽 배치형 상하 배치형

스크롤 

활용형

이

미

지

작

가
정필원 강도하 양영순 추혜연

제

목
마음이 만든것 위대한 캣츠비 덴마 창백한 말

표 11. 웹툰의 말칸 배치 유형 분류14)

1) 일반 배치형

일반 배치형은 웹툰의 속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웹 환경에 최적

14) 『마음이 만든 것』

 http://comics.media.daum.net/webtoon/view/rainbowfish, 

『위대한 캣츠비』 http://comics.media.daum.net/webtoon/view/catsbe, 

『덴마』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119874, 

『창백한 말』 박윤선, 웹툰 고수들의 작법 노트, 대원씨아이, 2012, 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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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려는 경향이 아니라 출판형태의 배치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말칸을 배치하고 있다. 때문에 비교적 텍스트의 크기가 작으며, 

일정한 배치의 패턴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림 칸의 주요 포인트를 

기점으로 배치의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강함으로 좌우의 배치

관계가 웹 환경에 최적화되려는 경향의 웹툰보다 복잡하게 배치

되는 경향이 있다. 말칸 사이에 시각적인 주요 포인트를 배치해

서 시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유도한다. <표 11>의 

일반 배치형 예시 그림 중 우측의 그림에서 붉은 선은 말칸의 흐

름을 푸른 선은 시각적인 주요 포인트의 흐름을 표시하고 있다. 

대체로 서로의 반대방향에 배치되어 화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출판만화와 비슷한 배치형태이긴 하지만 출판

만화가 가로 진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하관계를 보다 중요시한

다면 웹툰은 세로 진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좌우 관계를 보다 중

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2) 외곽 배치형

웹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그림 칸에 말칸이 개입

되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에 기인하여 나타

나는 현상이다. 출판형태에 비해 텍스트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하며 그로인해 가독성에 긍정적 여향을 미치고 있다. 

종형 스크롤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하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좌우의 위치관계가 간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말칸 배치의 

경향은 <표 11>의 예시 그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웹툰에서 그

림 칸을 벗어난 말칸의 연출이 일반화된 데에는 웹의 무한확장성

에 기인하여 일반화되어진 여백의 활용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

다. 출판형태와 비슷하게 작은 그림칸을 배치하는 경우에도 좌우

의 여백을 이용하여 말칸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3) 상하 배치형

외곽 배치형과 비슷한 배치이나 상하로 배치하여 상하 지그재

그로 읽는 순서를 바꾸는 연출이다. 말칸의 배치는 상하로 하고 

있으나 칸의 배치를 기존 웹툰과 다르게 여러 칸을 배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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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진행성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발생하는 연출이다. <표 11>의 

예시그림 하단은 스마트 폰에서 가로화면으로 표시되는 상태이

다. 세로 한칸의 길이를 스마트폰의 한번에 표시되는 화면과 일

치시킴으로써 모바일에서 보이는 화면이 웹에서 강제되는 세로 

진행성을 일시적으로 가로 진행성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일정한 칸의 연출과 규칙성은 칸 연출의 변화만으로

도 상당한 강렬함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4) 스크롤 활용형

<표 11>의 예시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출의 기능은 단출

하지만 웹툰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나타내고 있다. 웹툰의 

대표적인 속성인 세로스크롤을 활용하여 나타내는 연출로 그림칸

에 적용되는 속성 그대로 말칸에도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말

칸의 꼬리를 길게 하여 대화가 먼저 제시되고 후에 그림이 등장

해 상황을 설명하는 연출이다. 때문에 먼저 제시된 대화로 인해 

스크롤해서 아래 그림을 확인하기 전까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

다. 

5) 출판과 웹툰의 차이

『천일야화』와 같이 초기 웹툰의 출판형태는 웹툰의 표현형식

을 그대로 유지하며 출판으로 옮겨오면서 상당한 지면의 낭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연식의 『더 파이브』는 영화 제작을 

염두에 둔 스토리가 먼저 제작되었고 투자자를 확보하기 어려워 

영화를 전재로 웹툰을 제작하게 된다. 때문에 제작 초기에서부터 

미디어 믹스를 기반으로 각 매체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출판형태에서는 여백의 낭비 없이 꽉 짜여 진 출판만화의 전형적

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웹툰으로 변환되었을 때는 말칸이 외곽

으로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백을 활용하여 넓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말칸의 형태를 그림칸에 맞추어 잘라내지 

않고 칸의 형태를 벗어나 둥근 형태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웹툰의 전형인 외곽 배치형이 가독성을 위해 텍스트

를 키워 배치하면서 중앙배치가 주를 이루지만 『더 파이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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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출판형태를 중심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좌우의 배치가 보

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배치형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림칸의 경우 정보소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가로 제한 선

을 채우려는 경향도 엿볼 수 있다. 

구

분
출판 웹 출판 웹 출판 웹 출판 웹

이

미

지

표 12. 『더파이브』의 출판과 웹툰의 말칸 연출 비교15)

 

이러한 배치를 통한 연출의 차이는 매체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때문에 초기의 웹툰에 비해 스마트툰, 앱툰, 앱북 형

태의 서비스를 위해서 출판 형태의 제작형태를 유지하고 변형하

여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각각 서비스되는 매체에 따른 

적합한 연출이 나타나고 있다. 

애초에 출판형태로 제작되어 웹툰으로 변형하여 연출한 경우 

아래 <표 13>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출판형태로 제작된 원고는 

웹툰만을 위해 제작된 원고와 일정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웹툰

에 비해 출판만화의 원고는 칸의 크기가 다양하다. 웹툰은 가로

15) 정연식, 더파이브, 휴머니스트, 2011, p.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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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제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칸의 크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보다 작은 칸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작은 칸을 웹툰

의 최대크기로 키워서 서비스 할 경우 가로가 작은 칸이 커지면

서 선의 굵기가 바뀌면서 표현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

하게 된다. 최대의 가독성을 일부 포기함으로써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칸의 연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연출을 함에 있어서도 <표 13>의 예시처럼 두 가지의 경향으로 

나뉘게 된다. 

『셜록 : 여왕패하의 탐정』에서는 말칸이 그림칸에서 벗어나

면서 외곽으로 배치되고 있다. 웹툰의 특성상 상하의 여백은 무

한대의 연출이 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크기가 작은 칸을 키

우지 않고 옮겨오면서 꽉 채워 연출한 웹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좌우 여백이 넓어지고 이를 활용하여 연출하면서 말칸의 위치도 

좌우로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엉이 식당』

의 경우에는 출판형태의 원고를 웹으로 옮기면서 여백의 길이만

을 조절하고 칸의 위치만 배열하였다. 그로 인하여 칸을 벗어나

는 말칸이 생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출은 일정한 규칙을 만들

어 내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위에 칸을 벗어나는 말칸은 그 강렬

함이 더욱 강해보이는 효과를 갖는다. 

구분 칸 외 배치형 칸 내 배치형

이미

지

작가 고경오/ Zohan 최인환

제목 셜록 : 여왕패하의 탐정 부엉이 식당

표 13. 출판중심 제작 원고의 웹툰 변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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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칸의 형태 

웹툰에서 표현되는 말칸의 형태적 특성은 사전 연구에서 살펴 

본 만화의 말칸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매체가 달라졌을 뿐 

만화라는 본질적인 특성은 일치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배치

의 문제가 매체의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형태에도 그러한 특성

만 살펴보기로 한다. <표 14>에 분류되어진 『곱게 자란 자식』

은 말칸의 형태보다 색상으로 말칸의 기능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만화의 제작이 디지털화되고 컬러만화가 일반화 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특정 색상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작가가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일정의 규칙성을 만들고 이것이 기

능을 수행한다. 

다만 일반적인 대화 말칸은 전통적인 형태인 흰색 풍선모양 말

칸을 따른다. 『트레이스2』의 경우에는 형태와 색상 모두를 활

용하여 말칸의 기능을 구분하고 있다. 각진 말칸으로 전화 통화 

상대의 대사를 표현하고 각진 말칸이지만 말꼬리를 없애고 주황

색을 채워 넣음으로 해서 두 형태 간 기능적 분리를 이루고 있

다. 『언더시티2』의 경우, 말꼬리를 역방향으로 표현하여 대화

의 주체를 연상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출

판만화에서도 표현되어 질 수 있는 형태이다. 다만 여백이 넓어

진 웹툰에서는 한 칸에 여러 칸의 말칸을 채워 넣어도 그림 칸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적음으로 대화주체가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말칸의 기능을 이용해 표현하는 이러한 연출이 보다 자유롭다 하

겠다. 『창백한 말』, 『십이야』의 경우 투명도를 활용하거나 

각종 효과와 브러쉬, 질감을 살린 말칸의 연출로써 제작 기법이 

디지털화 되면서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한 형태라 하겠다. 

말칸의 형태적 특성은 자유로운 표현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사전연구에서 살펴본 말칸의 기능적 큰 분류를 크게 바꿀 만큼의 

웹툰의 특성은 발견되지 않으나 표현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시도들이라 판단된다. 또한 출판만화의 말칸이 

16) 『셜록 : 여왕패하의 탐정』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25163 

『부엉이 식당』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2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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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안에서 자유로운 형식을 구현한다면 웹툰의 말칸은 웹의 속성

인 무한 확장성에 기인하여 그 표현의 범위가 무한할 뿐만 아니

라 해체형 말칸까지도 구현 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구

분

색상 

구분형

색상, 형태 

구분형
말꼬리 변형

투명도 

활용형

디지털효과 

활용형

이

미

지

작

가
이무기 고영훈 현석/쵸밥 추혜연 무류

제

목

곱게자란

자식
트레이스2 언더시티2

창백한 

말
십이야

    표 14. 웹툰에 표현되는 말칸의 형태 예시17)

17) 『곱게자란자식』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25121 

『트레이스2』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25167

『언더시티2』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2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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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웹툰이라는 조금 달라진 형식의 만화라 할지라도 만화의 특성

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전연구를 통해 살펴본 만화의 말칸에 대

한 특성은 웹툰이라 하여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당연히 받아

들일 수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웹툰 말칸의 특성은 웹 환경의 

특성 중 종형 스크롤을 활용한 가독방식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특

성들이다. 종형 스크롤은 여백 크기의 자유로운 사용을 가져다주

었다. 그로 인해 말칸의 활용 공간이 확대 되었고 그것은 말칸의 

새로운 배치 성향을 불러왔다. 또한 만화 제작에 있어서 미디어 

믹스를 고려하여 제작되는 제작형태가 이러한 연출의 특성을 결

정하기도 한다. 말칸의 배치 경향은 작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고 있으며, 각각의 작가들은 일정의 규칙성을 보이고 있었다. 말

칸 배치 경향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일반 배치형, 외곽 

배치형, 상하 배치형, 스크롤 활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

의 출판만화와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유형이 일반 배치형이

다. 일반 배치형은 그림 칸을 가로 폭을 최대로 활용하느냐, 작

은 그림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좌우 여백 활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웹툰이 일반화되면서 새로이 등장하는 말칸의 형태적 특성은 

도드라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디지털 기반의 제작형태가 

일반화되면서 색채 사용이 자유로워졌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표현기법이 동원되어 표현의 폭을 넓힌 정도이다. 그러나 

웹툰 자체의 연출기법이 다양해지듯이 이러한 시도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발전해 갈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저변을 넓히지는 못

했지만 무빙카툰을 통해 축적된 타이밍 연출기능, 무빙 기능 등

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고, 현재 스마트툰을 통해 말칸은 아니지

만 만화 연출의 새로운 시도를 일부 구현하고 있는 상태이다. 

말칸의 형태가 일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특징을 활용

『십이야』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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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말칸 형태의 고정관념을 이용한 만화 연출을 시도하는 경우

도 보이기도 한다. <표 15>의 예시는 양영순의 『덴마』 팬카페

에 소개된 팬아트 성격의 만화로 일반화된 만화는 아니지만 칸의 

형태를 말칸의 형태와 유사하게 연출하고 점점 크게 만들어가면

서 상황을 누군가 전달해 주는 느낌을 전달한다. 엄밀히 말하자

면 칸 연출이 맞겠지만 외곽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인하여 말

칸 형태라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러한 연출이 새로운 감성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미지

표 15. 말칸 형태의 고정관념을 이용한 만화연출18)

출판만화가 웹툰이 되면서 생겨나는 변화는 매체의 특성 때문

이다. 현재 만화는 스마트 폰으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으며, 앱

툰, 앱북 등의 매체도 미진하긴 하지만 현존해 있고 앞으로도 새

로이 나타날 매체가 존재할 것이다. 그에 따라 새로이 적응해가

면서 생겨나는 변화들에 대해 분석, 분류, 기록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만화 연출을 고려할 때 말칸만을 생각하며 제

작하지는 않지만 만화의 주요 구성요소로써 말칸은 충분히 연구

되어져야하고 나아가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이 만화 구성요소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발전적이라 하겠다. 본 논문의 가

치는 말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분류하여 후행연구에 대한 초석이 되고자하는데 있다.  

18) http://cafe.naver.com/youngsundenma/4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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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for the Distinctive Directing of 

Speech Balloons in Webtoon

Jeung, Kiu-HA · Yoon, Ki-Heon

Comics has three components: cuts, gap between cuts, speech 

balloons. Still, it is true that speech balloons are not commonly 

subject to the study for comics. A few preceding researches pinpoint 

exactly the morphological features and functions of speech 

balloons. In today when webtoon becomes generalized, these features 

and functions are continued as they are and are used in webtoon. We 

can catch that speech balloons are also affected since the 

environmental elements of web induce the change in the overall 

comics directing. There are two perspectives to sort out the 

features of speech balloons: first, the placement issue of speech 

balloons. The unlimited expansion of web space gives the environment 

for comicss to use the gap between cuts as wide as they can. It 

leads to turn out some of the ways to place the balloons, so we can 

sort them out general placement, exterior placement, the upper and 

lower placement, scroll-use type. Second, as the directing 

techniques for webtoon become digitalized by the morphological 

issue, speech balloon itself has been expanded its ways to express 

by various expression methods. Analyzing and classifying, recording 

the newly emerged conditions on the preceding study are worthy of 

trying and will become the cornerstone for the follow research.

Key Word : comics, webtoon, speech ball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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