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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의 비(非)서사성 연구

-『기억의 촉감』의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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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그림과 더불어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것은 이야기이다. 문학, 영화, 연극 등 시

간의 흐름을 다룬 예술의 경우 서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르는 없다. 만화 또한 

그러하다. 

만화는 짧게는 한 칸짜리 카툰에서부터 길게는 수십 편에 이르는 장편만화까지 

그림으로 서사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에서 서사를 다루는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어쩌면 문학이라는 장르에서 이미 연구되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소

홀히 다루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서사를 풀어가는 

영화는 영화서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찰을 하고, 그것을 또다시 실험적으로 변

형, 확대하여 그 층위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다. 따라서 부족하나마 만화의 서사적 접근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이 연구논문

에서 다루게 될 서사는 비(非)서사 이다. 서사를 다루는 연구논문에서 비서사를 다

룬다는 것이 아이러니 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비서사 없이는 서사물이 존재할 수

가 없다. 서사물 안에서 비서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서사를 구성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Ⅱ장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문학이론 즉 서사이론에서 서사와 비서사

에 대하여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Ⅲ장은 

김한조의 『기억의 촉감』속에서 나타나는 비서사의 양식들을 분석하면서 만화의 

비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 볼 것이며, Ⅳ장은 제시했던 연구들에 대

하여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사는 만화에서 빠질 수 없는 구성요소이므로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져야 될 것이다. 이 연구논문이 만화의 서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

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주제어 : 서사, 비서사, 만화, 서사만화, 카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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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그림과 더불어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한 것은 이야기(story)이

다. 원시시대에는 환경과 사냥처럼 살아가는데 직접적 작용을 하

는 이야기를, 중세시대에는 신의 이야기를,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리스와 로마시화의 이야기를, 근대나 현재는 사회나 자신의 이

야기를 벽과 건물, 종이, 전자기기라는 매체를 통하여 전달한다. 

이야기를 뜻하는 영어의 story 어원이 역사(history)나 이야기를 

뜻하는 라틴어의 historia에서 유래 된 것만을 보더라도 얼마나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인간과 함께 해온 이야기는 보다 넓은 개념의 서사

(narrative)에 포함되는데, 서사는 내용과 형식체계를 모두 갖추

고 있지만 이야기는 그 안에서 내용으로서 자리를 잡고 변용되며 

서사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야기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서사를 연구하는 서사이론이다. 이야기를 보

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아우르는 학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사구조를 연구하는 이론을 ‘서사학

(narratology)’이라고 한다. 최근 서사학의 대표학자로는 제라

르 주네뜨(Gérard Genette), 미케 발(Mieke Bal), 시모어 채드먼

(Seymour Chatman), 제랄드 프랭스(Gerald Prince) 등이 있으며, 

이들은 서사를 분석하고 구조적으로 밝히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만화1)를 연구하는 이 논문에서 서사와 이야기에 대하여 거론하

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만화  또한 서사와 이야기에서 벗어 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미국, 한국, 일본 등에서 최초의 만화

라고 하는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서사가 존재하며 

현재까지도 한 칸짜리의 카툰에서부터 수십 권에 이르는 단행본

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만화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문학을 따라가지만 

1) 여기에서 지칭하는 만화는 칸과 칸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서사만화로 한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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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표현되는 양태는 글이 아닌 그림이다. 그리고 그저 그림

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연출이라는 형식적인 부분이 첨가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만화는 혼합된 장르임이 분명하다. 그렇

기 때문에 만화의 본질을 연구하는데 있어 문학, 그림, 연출 등 

다양한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에 대한 연구는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회화

와 만화의 관계는 많은 연구논문을 통해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 미술에서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는 만화의 양태적인 

일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 뿐 실질적인 만화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만화가 원작으로 활성화 되

고 있는 요즘 영화와의 비교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

나 문학적으로는 그나마 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김용락, 김미림의『서사만화 개론』은 한국에서 만화

의 서사를 다룬 거의 유일한 이론서라고 볼 수 있다.

서사에 대한 연구는 문학이론을 토대로 많은 선행연구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만화라는 장르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만화에

서 서사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작용을 하는가. 등과 같은 연구

는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만화에서 서사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른

다. 하지만 연구자의 다른 연구논문에서 지적했듯이 만화와 영화

는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서사에 대한 연

구는 만화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 층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만화의 서사연구는 그 층위가 낮아 많은 아쉬움이 있

다. 하지만 그만큼 연구자가 해야 할 것이 많기에 그것을 즐거움 

삼아 이 연구논문을 개진해 나가려고 한다. 

만화의 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서

사와 비(非)서사의 구분이다.  서사의 존재는 비교적 명확히 알

고 있는 반면 비서사는 그 의미가 보통 서사의 반대 즉 서사가 

없음으로 생각되거나 비서사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

구심을 갖는다. 서사와 함께 비서사에 대한 논증은 이미 서사이

론에서 연구된 바 있음에도 문학에서 많은 것을 차용한 만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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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사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비서사는 만화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양식적 구성이 독특한 레이 폭스의 『한 사

람』2)이라던가 화자가 드러나지 않고 화자의 눈에 비친 대상을 

묘사한 바스티앙 비베스의 『내 눈안의 너』는 비서사 형식이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Ⅱ장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서사와 비서사에 대하여 

개진해 나갈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문학이론을 참고할 

것이다. Ⅲ장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만화의 비서사에 대하여 

기술할 것인데 새만화책에서 출판한 김한조의 단행본 『기억의 

촉감』을 중심으로 만화의 제시 된 비서사에 대하여 알아 볼 것

이다. 『기억의 촉감』은 스위스의 대안 만화 출판사인 아트라빌

Atrabile에서 출간되어 호평을 얻은 작품으로 만화의 비서사를 

잘 표현 한 작품이다. 이 연구 논문에서는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비서사와 인물에서 나타나는 비서사를 구분하여 기술해

보고자 한다.

Ⅱ. 서사와 비서사

1. 서사

아리스토텔레스 이 후 시학 즉 서사 이론에 관한 연구는 꾸준

히 되어왔다. 구조주의 이전의 서사이론은 주로 내용이나 작가, 

시대적 환경과 같은 것을 분석하는 비평적 접근이 많았다. 그러

나 구조주의 이후 학자들을 필두로 서사에 대하여 무엇과 어떻게

를 설정하여 연구하게 된다. 무엇은 주로 내용적 측면이고 어떻

게는 형식적 측면이다. 이것을 시모어 채트먼은 이야기와 담론이

라고 지칭한다. 

서사이론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이들은 서사(narrativ

2) 『한 사람』의 서술 방식은 분명히 서사적이지만 그 안의 사건들은 서사적이

라고 보기 힘들다. 바스티앙 비베스의 『내 눈안의 너』또한 화자가 직접적으

로 드러나지 않는 서술 방식을 취한다. 채트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은 묘사로서 비서사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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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다. 서사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

야지만 그에 따른 부차적인 개념들도 정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

렇기에 먼저 서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예림 기획

에서 1997년 발행한『현대 소설의 이론』에서 로버트 숄즈는 

 

“서사(narration)란 그 대상과 그 의미를 분명히 국변하기 어려운 

단어다. 서사가 가능한 것은 단 한 가지 뿐이다. 그것은 시간물

(time-thing), 정상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사건(event)이다. 그리

고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의 서사물을 대한다 할 때에는 최

소한 두 개 이상의 사건을 접할 경우에만 한한다. 그렇다면 사건이

란 무엇인가? 현실적인 사건이란 일어나는 일 또는 일어난 일을 뜻

한다. (a happening, 또는 an occurrence 또는 an event). 그리고 

서사화 된[서술된]사건이란 현실적으로 사건의 기호화

(symbolization), 즉 하나의 시간적 도상이다. 그러므로 서사란, 

주제에 의해 연관되고 시간에 의해 연결 관계를 갖는 일련의 사건

을 기호로 표현 [재현]하는 것이다. 시간관계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목록에 불과하다. 주제의 연속성이 없다면 그것 또한 하나

의 목록에 불과하다.”3)

라고 말하며 서사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시모어 채트먼의 

경우 자신의 저서 『이야기와 담론』에서 서사물은 내용을 말하

는 이야기와 그것을 표현하는 담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며, 

이야기는 다시 사건적 요소와 사물적 요소 등으로 나뉘고 담론은 

서사적 전이의 구조와 발현 매체로 나뉜다고 보고 있다. 펜실베

니아 대학의 제랄드 프랭스 역시 저서에서 서사물은 현실 또는 

허구의 사건(event)과 상황들 (situation)을 하나의 연속(a time 

sequence)을 통해 표현한 것4)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H. 포

터 애벗은 서사란 사건의 재현 혹은 사건의 연속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사건(event)라고 제시한다.

이러한 일련의 문학이론가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서사물은 공통

3) 김병욱 편, 최상규 역,『현대 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1997, pp.234~235.

4) 제랄드 프랭스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99,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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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건(event)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건(event)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려

해봐야 할 것이다. 문학에서 사건은 등장인물의 행위에 의해 그

리고 어떠한 사태에 의해 드러난다. 

2. 사건 

시모어 채트먼은 사건적 요소를 행위와 돌발사로 밝히면서 사

건에 대하여 자세히 조명한다. 사건을 등장인물의 행위와 돌발사 

즉 등장인물의 행동과 어떠한 사태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와 돌발사는 시간의 흐름과 동시적이다. 

다른 두 이론가들 또한 사건을 시간적 도상, 하나의 연속이라는 

비슷한 의미의 내용을 말한다. 사건이라는 것은 등장인물의 상태

가 아닌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행위나 사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학에서 제시되는 사건의 단순한 예를 들어 

보면 “그녀는 예쁘고 착하다.”는 사건이 될 수 없다. 이 문장 

속에는 어떠한 사건과 시간적 흐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

술을 채트먼은 정체진술(stasis)이라고 지칭한다. 반면 “그녀는 

넘어졌다.”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과 함께 넘어지다라

는 행위, 즉 사건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과진술

(process)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야기 측면에서 사건은 어떤 상

황을 변화시키는 사태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사건

에서 다른 사건으로의 연속적인 변이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된다. 이때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거나 그렇

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시간의 흐름이 끊기는 혹은 시간을 유추할 

수 없는 사건은 비시간성(achronicity)5) 서술을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다음은 『현대 문학이론 용어사전』에 제시되어 있

는 비시간성에 대한 정의이다.

 “비시간성은 순간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서사

5) 제라르 주네뜨가 사용 한 단어로 『현대 문학이론 용어사전』에서 비시간성

(achronicity)/ 비시간(achrony)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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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에 응용되면서 비시간성은 사건의 정확한 연대확인이 

불가능하다. 비시간은 서사속의 사건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 척도를 정할 수 없고, 서사속에서 다른 사건과 시간적으로 관

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존과 앨버트는 한 여인을 놓고 불행한 연

애사건에 빠져야만 했다-란 문장은 두 사람에게 행복하지 않은 연

애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아무것도 무엇이 처음(혹

은 두 사건이 동시성이 있었는지)에 발생된 것이 없다. 많은 서사

들이 비시간성을 포함한다....”6)

이 정의를 살펴보면 비시간성은 사건 속에서, 혹은 사건과 사

건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야기에서 비

시간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비서사

앞서 살펴본 서사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비서사란 무엇

일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어렴풋이나마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것

이다. 비서사란 사건이 없음 혹은 사건은 제시되었지만 그 안에

서 시간의 부재(不在)와 모호함이 나타낼 때 비서사라고 할 수가 

있다.

근대에 들어와 제시되었던 누벨바그 영화, 부조리 연극, 현대 

문학 등은 비서사를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물론 장르에 따라 비

서사의 표현 방법이 다르다. 영화와 연극은 이미지로서, 문학은 

텍스트로서 비서사를 드러낸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비서사

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서사는 

서사와 함께 공존하며 서사물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다만 근대와 

현대에 들어와 비서사가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다. 이러

한 일련의 비서사의 형태는 문학에서 다양한 진술방식으로 드러

난다. 기술(記述), 묘사(Description), 설명(Explanation), 등의 

진술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진술 방식은 다른 장르도 마찬가

지로 드러난다. 

6) 제레미 M. 호손, 『현대 문학이론 용어사전』, 도서출판 동인, 2003,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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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경우 묘사와 설명을 다 아우르는 것으로 사전적 정의로

는 ‘사물의 내용을 기록하여 서술하거나 또는 그 기록’7)이다. 

설명과 비슷하나 기술은 설명에 비해 조금 더 순차적이다. 간단

한 예를 들면 미술관에서 그림을 관람할 때 도슨트는 그 그림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려졌는지, 왜 그렸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어떻게’ 혹은 ‘왜’를 설명하는 과정을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술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쓰기 

양식인 것이다.

기술은 전체 글쓰기를 포괄하는 양식이기도 하다. 

하나의 서사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

건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등장인

물이나 배경과 같은 사물적 요소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 문

학에서는 텍스트로서 이 사물적 요소들에 대하여 서술하는데, 이 

문장들에는 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영희라는 주인공이 등

장하는 소설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소설은 영희의 모습은 독

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서술할 것이다. 

-약 160cm 정도의 키에 까만색의 단정한 단발머리, 쌍꺼풀 없

는 홉 겹의 눈, 높지 않은 콧대와 붉은 색의 조그마한 입술, 그

리고 우유 빛처럼 곱고 흰 피부.-

위와 같은 문장은 수용자에게 영희의 모습은 이미지로 그릴 수 

있게 도와준다. 바로 사물의 형태적 모습을 서술한 묘사인 것이

다. 묘사는 서사물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한다. 

이것에 대하여 이상우는 자신의 저서 『소설창작의 이론과 실

제』에서 “소설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일정한 시간 속에 일어난 

행동과 사건에 대해 언급한 ‘서사’와 인물이나 사물, 공간에 

대해 자세히 그려 보여주는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는 시간의 흐름을 동반하고 있는 서사와 

그렇지 않은 묘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설명(Explanation)이란 일정한 사물이나 어떠한 문제를 

7) http://dic.daum.net/search.do?q=%E8%A8%98%E8%BF%B0&dic=%7BDIC_TYPE%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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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이하거나 그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해명하여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는 기술 양식으로 묘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묘사는 사물의 현상을 전달하고 물체의 독특한 행

위와 인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기술적, 의도적으로 그려 나타

내는 주관적인 기술 양식이지만 설명은 일정한 사물이나 어떠한 

문제를 알기 쉽게 풀이하거나 그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해명하여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는 기술 양식으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기술 양식이라 할 수 있다.8) 이러한 

양식은 주로 다큐멘터리 형식을 가진 서사물에서 찾아볼 수 있

다. 

Ⅲ. 만화의 비서사

철학자 김용석은 만화가 시각, 청각을 자극하는 영화나 애니메

이션, 연극 등과 달리 순수하게 시각이미지로서만 제시되는 영상

예술9)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텍스트로 서사를 

전달하는 문학 또한 만화와 마찬가지로 영상예술에 포함될 것이

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만화와 문학은 큰 차이가 있다. 문학은 텍

스트의 나열에 의해 서사가 진행된다. 텍스트라는 추상적 기호의 

의미의 연속으로서 서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때 문학에서 텍스

트와 텍스트 사이 혹은 문장과 문장사이의 공백, 여백 등은 아무

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저 시각적으로 가독하기 편하게끔 만

드는 무의미한 공간일 뿐이다. 하지만 만화는 다르다. 만화는 그

림 즉 이미지와 텍스트의 이중적 서사형태를 가지고 있다. 텍스

트와 이미지가 별개로 진행되거나 혹은 같이 진행되거나 하면서 

상황에 따라 변용되어 서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텍스트의 서사이

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299&cid=272&categoryId=272

9) 김용석은 자신의 저서 『서사 철학』에서 사진, 회화 만화를 영상으로 대표되

는 영상문화라고 밝히며  영화나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등의 디지털 작품등은 

‘감각종합형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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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이미지의 서사로 진행될 때면 그려진 이미지 외의 공간도 

서사를 진행하는 서사의 표현요소가 된다. 따라서 만화의 비서사

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야기 적인 측면과 함께 그것을 표현하는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그 외의 공간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비서사는 Ⅱ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두 가지의 형태로 서사안

에서 드러난다. 첫 번째는 사건과 사건사이의 연계의 모호성과 

사건 안에서의 비시간성으로 표현되는 사태와 두 번째는 인물의 

어떠한 행동으로서 드러나는 형태이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는 

방식은 묘사, 설명, 기술 등과 같은 진술방식이다. 이러한 진술 

방식은 텍스트가 아닌 만화의 기호를 사용한 담론 형식으로 바뀌

어 제시된다.

이번 장은 김한조가 지은『기억의 촉감』을 분석하며 만화의 

비서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기억의 촉감』은 7개의 단편

으로 구성된 단편집이다. 각각의 단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승

전결의 서사구조를 따르고 있지 않고 단지 화자10)의 경험에 대하

여 서술할 뿐이다.

1. 인물의 비서사

만화에서 인물의 등장은 텍스트를 사용하여 인물을 묘사하는 

문학과 다르다. 오히려 한 눈에 인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영화와 닮아 있다. 채트먼은 『이야기와 담론』언어적 서사물은 

인물의 옷차림과 같은 어떤 가시적 양상들을 불확정적으로 남기

지만 영화는 이러한  인물의 가시적 양상들이 확정적이어야 한다

고 말한다. 이것은 만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만화는 등장인물을 

이미지화 하면서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그림을 통해 묘

사하고 있다. -어깨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파마머리의 여자와 와

이셔츠를 입고 안경을 낀 남자의 모습과 같은<그림 1>-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만화는 이미 비서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

10) 채트먼은 실제작가, 내포작가, 화자, 청자, 내포독자, 실제독자를 구분한다. 

여기에서 화자는 작품 안에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 즉 작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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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문학에서 묘사는 서사의 

시간을 중단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편 박영욱이 저술한『매체, 매체예술 그리고 철학』에서 들

뢰즈의 이론을 빌어 영화에서 별도의 묘사는 불가능하며 디테일

한 묘사는 서사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서사의 흐름을 단절시킨다

고 말하면서 클로즈업을 예시로 든다. 클로즈업은 배경과 인물 

사이의 공간감을 왜곡시키며 인물을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이다.11) 

 
그림 1. 『기억의 촉감』 <뱀장어> 中

그림 2. 『기억의 촉감』 <멕시코 치클> 中

11) 박영욱, 『매체, 매체예술 그리고 철학』, 향연, 2008,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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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를 살펴보면 클로즈업 뿐만이 아니라 풀샷에서 또한 상황

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만화만이 가지고 있

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인물과 배경을 

함께 담아내는 영화와 달리 만화는 작가의 선택에 의해 그려지는 

그림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배경의 유무를 

결정하면서 상황과 인물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며 인물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림 1>에 제시된 그림들은 배경이 생략되면서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만화의 흥

미로운 점은 여기도 나타난다. 배경과 인물과의 관계를 놓고 본

다면 분명히 <그림 1>은 칸 하나하나 만으로 바라봤을 때 비서사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에 등장하

는 말풍선은 서사의 중단을 와해시키며 담배를 피려하는 남자의 

행동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엄

격한 잣대로 바라보자면 첫 번째 칸만이 인물과 배경을 분리시키

고 여성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비서사적 표현인 것이다. 반면 

<그림 2>의 경우 남자와 여자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

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떠한 상황인지 제시해주고 있다. 그

렇지만 <그림 2>의 전체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비서사라고 볼 

수 있다. 사태로서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칸의 식사를 하는 장면

과 두 번째 창가의 묘사는 아무런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

은 사태의 비서사로서 2장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스콧 맥클라우드는 『만화의 이해』에서 만화의 시간에 대하여 

소개하며, 만화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양식은 칸의 연속, 칸 크기

의 변화, 소리를 나타내는 텍스트, 동작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설명한다. 앞서 <그림 1>의 두 번째, 세 번째 칸의 말풍선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서사의 중단을 와해시킨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물의 주변에 그려지는 동작선은 인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동작선의 이용이 많이 될 

때 역동적인 움직임의 상태-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그림 3>

을 살펴보면 그물망에 잡힌 뱀장어의 눈을 클로즈업한 장면과 뱀

장어가 그물에서 양동이로 넘겨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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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은 어떠한 동작선도 그리지 않으므로 해서 뱀장어의 감정에 초

점을 맞춰 시간이 정지한 듯하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은 뱀장어

가 움직이는 모습은 동작선을 그려서 표현 하여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채트먼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 칸은 정체

진술, 두 번째 칸은 경과진술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 『기억의 촉감』 <뱀장어> 中

2. 사태의 비서사

사태(事態)라는 것은 이야기 속의 사건들을 말한다. 호흡인 긴 

서사물의 경우 중심의 사건과 그것과는 별개로 벌어지는 여러 가

지 사건들, 즉 핵사건(kernels)과 주변사건(satellites)12)으로 

이루어진다. 핵사건의 경우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슬램덩크에서 주인공이 여자를 

짝사랑하게 되는 사건은 주인공이 농구를 시작하는 결정적인 계

기가 된다. 주인공이 여자를 짝사랑하지 않았다면 농구를 시작하

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핵사건은 서사적 논리를 파

괴하지 않고서는 제거될 수 없다고 채트먼은 말한다. 그러나 주

변사건의 경우 그것이 제거되어도 서사적 논리에는 크게 영향을 

12) 채트먼은 『이야기와 담론』에서 롤랑 바르트의 주요한 사건들을 지칭하는 

핵(noyau)라는 용어를 번역하여 핵사건(kernels) 지칭하고, 프랑스 구조주의 

용어인 촉매작용(catalyse)을 번역하여 주변사건(satellites)라 지칭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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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만화 역시 이러한 서사구조를 따르고 

있다. 서사구조 안에는 시간적 모호함이 담겨져 있는 비서사가 

포함되어 서사를 더욱 흥미롭게 이끈다. 만화와 문학은 담론방식

이 다른 만큼 만화에서 진행하는 서사속에서 비서사가 어떻게 표

현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만화의 텍스트는 그림이다. 문학에서 텍스트의 서술이 사건을 

진행시킨다면 만화에서는 그림의 서술이 만화의 서사를 진행시킨

다. 이때 칸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칸이 사용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 서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그림과 그림

사이는 칸과 칸 사이의 역할과 다를 바 없는 역할을 한다. 스콧 

맥클라우드는 칸과 칸사이의 역할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나누어 

여섯 가지의 이동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순간이동, 2.동작 간 

이동 3. 소재 간  이동, 4. 장면 간 이동, 5. 양상 간 이동, 6. 

무관계 이동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만화에서 서사의 흐름을 담당

하고 있으며 선형의 시간으로 서술된다. 하지만 장면 간 이동과 

양상 간 이동, 그리고 무관계 이동은 반드시 선형적 시간을 동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4>는 스콧 맥클라우드가 말하는 무관계 

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들이 떠난 식당의 자리를 

두 칸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위치를 그렸다. 만화에서 칸과 칸의 

연속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요소라고 생각할 때 

<그림 4>는 칸은 나누어져 있지만 시간의 흐름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단지 인물들이 떠난 자리를 묘사를 한 것일 뿐이다. 이때 

시간은 동시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명확하게 시간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림 5>는 주인공의 꿈에 대한 기억을 그린 작품 중 일부이

다. 그려진 두 개의 칸 속의 그림 텍스트를 살펴보면 서로 연관

성이 없다. 만화가 칸과 칸의 연결을 통해 서사를 전개하는 장르

인데 반해 이 작품은 칸과 칸의 서사적 개연성이 희박하다. 칸에 

쓰인 ‘시간이 멈췄다.’, ‘목 뒤에서 묵직한 느낌이 전해졌

다.’라는 텍스트는 두 문장 사이에 어떠한 시간적 흐름도 보이

지 않는다. 그리고 나무와 전통기와로 보이는 그림 또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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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저 시각적 부유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쓰인 텍스트만이 화자의 감정을 어렴풋이 유추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뿐이다.

 

그림 4.『기억의 촉감』 <멕시코 치클> 中

그림 5. 『기억의 촉감』 <꿈> 中

한편 『기억의 촉감』중 [안테나]를 살펴보면 주인공 즉 화자

가 어떤 인물의 상황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사무직을 

하고 있는 화자는 같은 사무실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소리에 신경이 쓰이고, 그 여직원의 행동을 자세히 묘사한다. 실

제 독자들은 화자가 생각을 읽어가면서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대

상의 행동을 유추할 수 있는데 채트먼의 이론으로 바라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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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는 이야기 자체가 비서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대상의 묘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채트먼은 

『이야기와 담론』에서 이야기와 반이야기(anti-stories)를 다루

면서 화자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존재들에 의

해 투사되는 즉 화자가 다른 존재의 행동에 대하여 묘사를 하고 

실제 독자들은 그런 화자를 유추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반이야

기라고 말한다. [안테나]에서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대상의 묘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서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기억의 촉감』 <안테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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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금까지 서사이론과 더불어 서사를 구축하는 요소인 비서사가 

만화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기승전결이 있는 

서사속에서 이러한 일련의 비서사적 장치들은 극의 흐름을 조절

하며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서사물에서 비서사라는 것은 사건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동시에 시간의 모호함과 부재가 비서사의 요건이라는 것

을 Ⅱ장을 통해 알아보았다. Ⅲ장에서는 비서사가 만화에서 어떻

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며 김한조의『기억의 촉감』을 예시로 제시

하였다. 『기억의 촉감』의 경우 서사보다는 비서사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각각의 단편들은 극적 구성보다는 일기와 같은 기

억들을 서술한다. 

만화에서 인물의 비서사는 박영욱이 언급한 클로즈업과 동작선

으로 설명하였다. 만화는 인물과 배경과의 분리가 영화에 비해 

용이하다. 클로즈업 뿐만이 아니라 풀샷에서도 가능하다. 만화는 

인물의 감정선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쉽다는 것

이다. 이것은 만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빠져

나온 상황에 다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동작선이다. 배경의 유

무와 상관없이 동작선이 그려질 때 만화는 시간이 흐른다.

한편 사태의 측면에서 비서사는 스콧 맥클라우가 제시한 칸의 

이동으로 설명하였다. 양상간 이동과 무관계 이동은 칸과 칸 사

이에 반드시 선형적 시간이 흐르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정지되어 

있거나 전혀 다른 이미지와 텍스트를 배치하기도 한다. 만화에서 

볼 수 있는 비서사적 표현이다. 

비서사라는 것을 결코 서사가 없음이 아니다. 서사안에서 시간

의 흐름이 비선형적이거나, 사건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거나, 시

간의 추측이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멈추어진 표현을 비서사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서사적 표현들은 담론형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서사물이라 일컬어지는 장르 대부분이 서사와 담론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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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사이론과 미학이론은 그림

으로 서사를 진행하는 만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학

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어 만화의 이론적 층위가 다양하게 형성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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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Non-narratives of Comics

- With Emphasis on the Characters and Events of 

『The Texture of Memory』 -

Ahn, So Ra ․ Lee, won soek

Stories have existed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long with 

drawings.  Any genre of art that discusses the flow of time, such as 

literature, film, and play, cannot be free from narratives.  The 

comics are not an exception. 

The comics tell the narratives with drawings from the cartoons in 

single blocks to the full-length series in tens of volumes.  

Nevertheless, there are not many studies that discuss the narratives 

in the comics.  They may have been overlooked because they have been 

studied in the field of literature.  However, I am envious of the 

field of film, which unravels the narratives with the same visual 

images, profoundly explores its own narratives and experimentally 

modifies and expands them into various levels.  Therefore, I would 

like to make a narrative approach to the comics in this study.  This 

study will discuss the non-narratives.  It may sound ironic that the 

study of narratives will discuss the non-narratives, but the 

narratives cannot exist without the non-narratives.  The 

non-narratives in the narratives compose the narratives in various 

ways.  Therefore, Chapter Ⅱ will discuss how the theory of 

narratives in literature classifies the narratives and the 

non-narrative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Then, Chapter Ⅲ will 

analyze the forms of non-narratives in Han Jo Kim's 『The Texture of 

Memory』 to discuss how the non-narratives of comics are composed, 

while Chapter Ⅳ will summarize the preceding studies. 

Finally, the narratives should be actively studied as it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comics.  I hope that this study can lay the 

foundation for more in-depth discussions of the narratives in the 

comics. 

Keywords: Narratives, Non-narratives, Comics, Narrative Comics, 

Cart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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