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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웹툰은 출판만화에서 사운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던 방법을 발전시켜왔으며, 웹 기술

의 발전을 토대로 직접 소리를 들려주기까지 한다. 직접 들리는 소리는 당연히 사운드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들리지 않는 사운드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의 이론적 토대를 인지심리학의 이중부호 개념

에 둔다. 작가는 자신의 청각적 기억을 시각적으로 기호화할 수 있고, 독자는 기억과 인

출의 과정을 통해 시각화된 기호를 보고 사운드를 떠올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웹툰의 들

리지는 않지만 떠올릴 수 있는 사운드와 직접 들리는 사운드 두 경우를 본 연구는 함께 

분석대상으로 한다. 구체적 분석을 위해서는 이론적 성과물이 있는 영화 사운드 분석 방

법을 활용할 수 있다. 소리를 구성하는 세 요소인 음량, 음조, 음색은 음향학에서는 주파

수 등으로 설명되고 직접 들을 때는 느낌으로 알지만, 시각적으로는 사운드를 표현한 글

자나 이미지의 선의 굵기와 위치, 음원의 이미지 등으로 알 수 있다. 내화면 사운드와 외

화면 사운드의 시각적 표현은 만화의 칸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칸 외부로 외화면 

사운드를 표현하지만 웹툰에서는 듣는 자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칸 내부에 외화면 소리를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영화의 호러 장르가 장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웹툰에서도 호러 장르가 같은 효과를 위해 사운드를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영화 사운드 분석 방법을 활용해 사운드를 이미지로 표현한 작품들을 분석해볼 때, 초창

기 출판만화에서부터 시작한 사운드의 청각적 표현들이 계속 발전해서 웹툰에서 창의적

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로 이동을 활용한 칸의 배치 및 소리표현의 

방식들은 웹툰이 보여준 새로운 방법들이며, 칸 모양도 훨씬 다양해졌다. 직접 들려주는 

소리로는 BGM이 가장 먼저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한 회의 분위기에 맞춰 음향효과까

지 섞어 맞춤 작곡된 곡들이 사용된다. 그리고 스크롤 이동에 맞춰 소리를 들려주는 프

로그램이 개발되면서 특정 순간의 음향효과나 특정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호러 장르에서는 특정한 이미지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운드를 같

이 사용하여 장르적 효과를 배가시킨다. 이렇게 웹툰에서는 다양한 사운드 시각화 방법

이 계속 창조되고 있으며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

은 웹툰이 하나의 문화콘텐츠로서의 융합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웹툰, 청각의 시각화, 외화면 사운드, 호러 음향, B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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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운드가 직접 들리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연구 분야에서도 사

운드 연구가 많지 않은데, 하물며 사운드를 직접 들을 수 없는 

만화 사운드를 분석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

을 때 등장인물이나 배경을 보지 못해도 모습을 상상하고 사운드

가 들리지 않아도 사운드를 상상하듯이, 만화에서도 직접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도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다는 전제로 이 연구는 

출발한다. 출판만화는 시각 이미지와 언어를 사용해서 사운드를 

표현해왔다. 그런데 웹툰은 출판만화의 그런 방법을 계승하는 한

편 기술적 진전을 활용해서 직접 사운드를 들려주기까지 한다. 

웹툰의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사운드 표현의 기법들이 점점 다

양해지고 있는 지금 이 기법들을 분류하고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의 더 창의적 사운드 표현 방법들의 발전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

이다. 

웹툰이 직접 사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대부분은 사

운드가 실제 들리지 않는데  어떤 이론적 토대로 사운드를 분석

할 수 있을까? 인지심리학의 기억의 저장, 인출과정과 이중부호 

개념은 사운드 부호의 표현과 수용의 프로세스를 설명해준다. 사

운드는 작가에 의해 시각적 부호를 통해 표현되고, 독자는 사운

드를 직접 듣지 않아도 사운드를 듣는 것에 근접한 효과를 경험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사운드 분석은 영화 사운드 분석 방법

론을 활용하려 한다. 외화면 소리, 음량, 피치 등 사운드 분석에 

사용되는 용어들과 분석 개념들은 웹툰의 사운드 분석에도 유용

하다. 호러 장르의 웹툰이 가장 활발하게 사운드를 사용하는 것

도 영화 호러 장르의 사운드 효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본문

에서는 이론적 토대와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다음 장의 실제 작

품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만 설명할 것이다. 웹툰 사운드 

기호의 성격이나 영화와 만화의 표현기법의 차이 등에 초점을 맞

춘 연구가 아니라 웹툰의 다양한 사운드 표현을 실제로 분석하여 

이후 더 창의적 표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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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출판만화나 웹툰 사운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화 작가들의 블로그에서나 웹툰 작법 책 등에 

사운드 표현 방법에 대한 언급이 조금씩 있는 정도다. 그리고 작

품에 따라서는 특별히 사운드 표현의 특성을 찾기 어려운 것도 

많다. 그래서 본 연구는 특정 작가나 장르에 국한시키지 않고 오

래된 출판만화부터 현재의 웹툰까지 광범위한 자료 중에 사운드 

표현을 유형화시킬 수 있거나 창의적 요소가 있는 것을 다양하게 

예로 들어 분석해보겠다.

Ⅱ. 연구의 이론적 토대와 방법론

1. 청각적 감성의 시각화와 이중부호

일반적으로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등의 감각은 다른 영역으

로 분류되지만 예술에서는 이 감각들이 서로 경계를 허문다. 문

학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며, 시각적 감동을 음악으로 

들려주는 음악회가 열리기도 한다.1) 그리고 칸딘스키를 비롯한 

많은 화가들이 음악적 영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왔다. 바로 이런 

공감각의 가능성이 만화에서의 사운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랜

들 P. 해리슨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부호’는 한 형태의 정보

를 또 다른 형태의 것으로 전환시킨다...만화부호는 생각과 지각

을 화상적 및 언어적 상징들로 바꾸는 방법을 제공한다.”2)고 하

면서 만화부호에서 감각의 전환을 말한다. 출판만화부터 웹툰까

지 이어오는 사운드의 시각적 표현은 다름 아닌 창작자의 청각적 

경험이 다른 감각 기호로 창조된 것이다. 만화는 우선 의성어를 

통해서 소리를 표현한다. 만화가 언어적 상징을 포함하며 의성어

도 언어적 요소가 있지만, 만화의 의성어는 시각적 표현 요소도 

1) 서울미술관과 ‘아야프 앙상블’의 협업으로, 위촉 작곡가들이 ‘백자예찬’

에 전시된 작품을 모티프로 창작곡을 발표하는 전시회 겸 음악회 사례 

(http://news2.cnbnews.com/news/article.html?no=259090)

2) 랜들 P. 해리슨, 하종원 옮김, 『만화와 커뮤니케이션』, 한나래, 2008.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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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작가의 연출에 따라 시각적 요소가 훨씬 두드러질 수 있다. 

웹툰 작법 방식 중 효과음에 대해 박윤선은 “효과음은 상황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써넣는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효과음을 사용하면 장면의 분위기를 배가하는 연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3)라며 의성어의 연출 가능성을 강조한다. 

같은 의성어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크기, 어떤 색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칸 내부인가 칸 외부인가 등등 위치 선택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출판만화와 달리 웹툰에서

는 스크롤 세로 이동을 활용한 사운드 표현 연출도 새롭게 시도

되면서 시각적 연출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4) 랜들 P. 해리슨 또

한 만화는 기본적으로 기호체계(sign system)의 한 유형에 포함

된 도상적 기호(iconic sign)를 드러내며 몇몇 의성어는 언어적

이기보다는 도상적이라고 정리한다.5) 이처럼 만화의 가장 중요한 

사운드 표현인 의성어(효과음)는 시각적으로 연출이 가능하며 그 

점에서 도상적 기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직접 그림으로 사운

드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꽃잎이 오선지에 걸린 음표처럼 그

려지거나 인물의 동작에 리듬이 실린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

다.

기호를 만들어내는 창작자가 사운드를 시각기호로 표현했다고 

해도 독자나 분석자가 이를 사운드 기호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만

화의 사운드 분석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호의 수용

자가 시각기호로 표현된 사운드를 청각기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심리학의 기억의 과정과 이중부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감각적 경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억으로 남고 또  

3) 박윤선, 『웹툰고수들의 실전 작법노트』, 대원씨아이, 2013. p.25

4) 박윤선은 “스크롤은 단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하 컷과 컷 사이의 

간격으로 호흡을 조절한다. 컷 사이에 여백을 주는 것으로 한 호흡을 쉬거나 

분위기를 길게 이끌며 여운과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 빠르게 내려가는 스

크롤의 특성상 흐르는 듯 한 느낌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갱듸 연출이 용

이하다.”(박윤선, 앞의 책, p,116)라고 하면서 스크롤 연출의 특별한 가능성

을 언급한다. 의성어(효과음)의 시각적 표현 또한 출판만화와 다른 웹툰이기

에 가능한 표현들이 있다고 보며 이는 구체적인 작품분석에서 언급할 것이다.

5) 랜들 P. 해리슨, 앞의 책,『만화와 커뮤내케이션』, 한나래, 2008. 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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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출되는지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억은 감각기억, 단기기

억, 장기기억으로 구성되는데 단기기억에 저장된 정보는 시연이

나 부호화 같은 인지활동을 수행하면서 장기기억으로 전이되어 

저장된다. 그리고 장기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는 기호에 의해 인

출된다. 컴퓨터에서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인출과 달리 

인간의 정보처리체계에서의 인출은 부호화 과정을 거치면서 재구

성적인 과정을 거친다. 재구성 과정 증 인출단서 (retrieval 

cue)의 존재 여부가 정보의 인출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서 이는 

장기기억에 저장되어있는 정보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한다.6) 여기

서 ‘인출단서’와 ‘재구성’이란 두 개념을 본 연구에 적용해

보겠다. 인출단서란 본 연구에서는 만화에 시각적으로 표현된 사

운드 표현이다. 독자나 분석가는 만화에서 시각적으로 표현된 것 

즉 인출단서에 의해 감각경험 후 장기 기억에 저장된 사운드를 

떠올릴 수 있다. 그리고 재구성이란 그 단서 즉 기호에 의해 독

자나 분석가가 시각적 정보를 청각적 감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인지심리학의 ‘이중부호’ 개념이 이 재구성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이중부호모형(dual code model)은 장기기억 속의 정보가 언어

적 형태와 비언어적 형태로 함께 저장되는 것을 지칭하는데, 

“성공, 진리 등의 추상적 개념은 언어적 형태로 표상되지만 소

리, 행동 등 비언어적 사상은 심상적 형태로 표상된다. 그리고 

‘집’처럼 구체적 속성과 추상적인 속성을 함께 갖고 있는 사상

(事象)은 두 가지 형식으로 표상된다.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언어적 표상과 비언어적 표상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상호 관련된

다.”7) 라고 설명된다. 이 개념은 학습적 기억효과를 설명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각과 청각의 관련과 전환에도 적용이 될 수 있

다. 사물의 소리, 움직임의 소리 등은 시각적 속성과 청각적 속

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보의 입력과정에서 함께 부호

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호화가 기억에 저장되어 있다가 위

6) 권대훈,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6. pp.209-225 

7) 권대훈, 앞의 책,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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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한 인출단서 즉 시각적 정보를 통해서 소리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데 만화가 제시한 시각적 정보가 단일하게 독자나 분석가

에게 소리로 전환된다고는 할 수 없다. “청각적인 정보와 시각

적인 정보는 복잡한 방식으로 조합되기 때문에 언제나 설명하기

가 어렵다”8) 는 청각심리학자 브릴리안 C.J.무어의 말대로 한 

개인에게 저장된 시청각 조합의 기억의 다양성과 인출의 다양성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다양성이 직접 소리를 

들려주는 기호에 비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넓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즉 의성어에 다양한 연출을 함으로써 창작자는 새로운 조

합을 만들어내고 분석자는 감상경험에 따라 또 자신만의 상상력

을 발휘하면서 소리를 떠올릴 수 있다. 웹툰은 세로 스크롤, 기

술 접합 등 새로운 조건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창의적 소리연출을 

더욱 진전시켜냄으로써 소리분석의 가능성도 더욱 넓혀놓았다.

2. 영화 사운드 분석의 몇 가지 개념

시각적으로 표현된 사운드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는 이론적 근

거를 인지심리학에 두었지만 그 구체적 분석방법은 어느 정도 이

론적 축적이 이뤄진 영화사운드 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게

다가 웹툰은 직접 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더욱 영화 사운드 분석 방법론이 잘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작

품 분석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부분만 정리해보겠다. 첫째, 사운

드의 기본적 세 요소가 만화에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음량(음의 크기), 음조(음의 높낮

이), 음색(음이 가진 고유의 색)이 사운드의 세 요소다. 직접 사

운드를 들려주는 영화, 애니메이션, 일부 사운드를 사용하는 웹

툰 등의 소리는 주파수로 환원시킬 수 있거나, 실제 독자나 관람

자의 청각 경험으로 구별된다. 사운드 디자이너가 사운드를 연출

할 때는 소리를 직접 들어가면서 이 세 요소를 고려하고 결합시

8) 브라이언 C. J.무어, 최인용, 최낙진 옮김, 『청각심리학』, 학지사,2011. 

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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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그러나 만화는 의성어나 대사의 글씨체 크기나 두께로 소

리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다. 음조나 음색을 시각적으로 표현하

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동물이나 악기 등 이미지를 가진 음

원은 위에서 말한 이중기호방식의 저장으로 소리를 떠올리게 한

다. 그리고 만화 특유의 표현방식인 말풍선이 있다. 박인하는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의 두 개의 말풍선 효과에 대해 “풍선모

양의 말풍선은 보통 정도의 소리를, 그리고 쐐기 형태의 말풍선

은 풍선모양보다 빠르고, 큰 소리를 표현한다.”9)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런 말풍선의 형태가 어느 정도는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독해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영화의 내화면 소리, 외화면 소리에 대한 구별과 효과를 

만화의 소리분석에 적용해볼 수 있다. 내화면 소리는 음원이 화

면 내에 있는 소리, 외화면 소리는 음원이 화면 밖에 있는 소리

다. 특히 외화면 소리의 효과는“가시적인 사건, 행위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범위로 확장되는 공간을 암시할 수 있다.”10)라고 

정리된다. 즉 관객은 화면 속에 시각적 이미지를 갖지 않는 소리

를 통해서 사각형 프레임 밖의 공간을 상상하고, 프레임 내의 이

미지와의 연관성, 이야기의 이후 진행에 호기심을 가질 수가 있

다. 만화의 외화면 소리도 같은 효과를 위해 자주 연출된다. 물

론 표현 방식은 다르다. 영화에서는 이를 직사각형의 프레임 안

인가 밖인가로 구별하지만 만화에서는 일차적으로 사운드를 표현

하는 의성어나 이미지가 칸 내부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로 구별할 

수 있다. 또 만화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두 개의 프레임에 걸

쳐서 소리를 시각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말풍선의 음원을 표

현하는 삼각형 꼬리를 그리지 않음으로써 칸 안의 듣는 자에게 

들리는 소리를 표현하기도 한다. 

셋째, 청점이나 음향원근감의 개념을 활용해볼 수 있다. 청점

이란 영화의 시점 개념을 따온 것으로 누구의 귀에 들리는 소리

9) http://comixpark.pe.kr/130076379744

10) 데이비드 보드웰 크리스틴 톰슨, 주진숙 이용관 옮김, 『Film Art』, 이론과 

실천 1998. 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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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영화가 들려주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미셸 시옹은 청점을 

두 개의 의미로 나누어 “공간적 의미: 나는 어디에서 듣는가? 

화면 혹은 소리에 표현된 공간의 어떤 지점으로부터 듣는가? 주

관적 의미: 액션의 주어진 순간에 특별히 어떤 인물이 지금 내가 

듣는 것을 듣는가?”11)라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영화는 카메라

의 위치가 청점이 된다. 즉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가 음향원근

감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그러나 특별한 인물에게 들리는 소리를 

강조할 때는 위의 구분대로 주관적 의미의 청점이 사용된다. 만

화에서는 인물과 글씨의 배치에 따라 듣는 자가 누군지를 표현하

고 글씨의 크기와 위치로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다. 

넷째, 사운드의 영화 장르적 사용을 만화에서도 볼 수 있다. 

유성영화 도래 이후 갱스터 영화와 총소리, 서부영화와 말소리 

등 각각의 장르 자체를 표현하는 사운드들이 있었다. 그런데 사

운드의 효과가 가장 크고 가장 많이 분석의 대상이 된 장르는 호 

러 장르다. 긴장감을 나타내는 불협화음의 음악, 외화면 소리로 

들리는 공포 유발자의 소리, 위협이 다가옴을 암시하는 천둥소리 

등의 음향효과들이 장르 코드로 사용되는 소리들이다.12) 본 연구

에서 호러 장르의 사운드를 강조하는 이유는 웹툰에서 직접 소리

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거의 호러 장르 웹툰에 집중되어있기 때문

이다. 영화처럼 특정한 장면에서 특정한 소리를 내는 프로그램, 

즉 스크롤에 맞춰 사운드를 출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 

사용되었는데 호러물이 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특

정 장면에서 관객을 놀라게 하는 이미지와 소리를 결합시킴으로

써 공포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웹툰이 사운드를 실제로 사용한 최초의 것은 B G M인

데 이는 영화의 외재음악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다. 영화의 외

재음악이 하는 역할은 시공간적 배경을 확인시키는 것, 인물의 

내부 심리를 표현해주는 것, 연속성을 부여해주는 것, 영화의 감

11) 미셸 시옹, 윤경진 역, 『오디오-비전』, 한나래, 2006. p.128

12) 목혜정, 「김기영 <하녀>와 임상수 <하녀>의 사운드 비교분석」, 씨네포럼 

제11호, 2010, pp.62-92. 호러 사운드에 관한 설명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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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토대를 구축하는 기능, 영화의 진행감에 도와주는 기능13) 

등이다. 그런데 웹툰이 처음 배경음악을 사용했을 때는 특정 장

면에 음악을 넣는 기술이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위의 역할 중

에서 특정 회에 강조되는 인물의 내부 심리를 표현하거나, 감성

적 토대를 구축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던 스크롤의 위치에 맞춰 음악이나 음향을 들려주는 프로

그램이 개발되면서 앞으로는 특정 부분에 음악이 나오는 것도 가

능해졌기 때문에 위의 역할들이 모두 가능해질 수 있다. 

Ⅲ. 웹툰의 소리 표현 사례와 분석

 

1. 사운드의 이미지화

1) 초기 출판만화의 사운드 표현  

출판만화 초기부터 사운드를 이미지화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우선 초기 출판만화의 몇 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김기률. 

<무쇠돌 경위>

 (1961)14)

  그림 2. 김기률 

<깜짝샘> 임창,

 (1966)15)   

 그림 3.

<땡이와 영화감독>   

(1968)16)

13) 한상준, 『영화음악의 이해』, 한나래, 2008. pp.142-149

14) 한영주, 『다시보는 우리만화 1950-1969』, 글논그림밭, 2001. p.47

15) 한영주, 앞의 책, p.49

16) 한영주, 앞의 책,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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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에서는 동일한 크기의 칸에 동일한 패턴의 말풍선이 

사용되었다. 방망이로 머리를 칠 때 내는 소리 ‘딱’이라는 의

성어도 역시 동일한 패턴의 말풍선에 넣음으로써 다른 말풍선 내

의 대사와 같이 언어적 속성이 강조된다. 즉 시각적인 가미를 별

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작가의 작품 <그림 2>를 보면 의성

어가 훨씬 시각적으로 표현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깜

짝샘이 물을 뿌리자 몇 배로 커진 두더지가 소를 공격하는 장면

인데 두더지가 치는 ‘투투투’ 소리와 소가 맞으면서 내는 '음

매’라는 두 개의 의성어가 등장한다. 그림 1과 달리 말풍선을 

사용하지 않았고 글자의 굵기와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투투

투’ 세 글자는 조금씩 작아지면서 약간의 원근감을 넣음으로써 

세 개의 음절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을 만들어낸다. <그림 

3>은 임창 작가가 작품 속에서 땡이의 영화 중 어부들의 활기찬 

생활을 뮤지컬로 표현하는 부분이다. 노래 가사와 음표를 사용했

는데 음표만으로도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인물들이 

함께 율동을 하는 것을 잘 묘사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리듬감을 표

현했다. 이 세 개 사례는 사운드 시각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

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후 출판만화에서 다양한 모양의 말풍선, 

다양한 소리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창의적인 발전을 이루

어내며 웹툰으로 계승되었다

2) 의성어의 시각화와 사운드 원근감

웹툰의 사운드 시각화가 출판만화와 본질을 달리하지는 않는

다. 그러나 영화의 프레임 이동에 따라 음원의 이미지가 변화해

나가는 것을 표현한 점, 글자의 이미지와 칸의 활용이 훨씬 다양

해졌다는 것 등은 진화된 요소들이다.

<그림 4>는 <기사도>에서 택배 배달부로 위장한 좀도둑이 발각

될 위험에 처하자 아파트 경사진 면에서 물건을 옮기며 뛰어가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바퀴가 굴러가고 인물이 뛰어가는 

소리를 ‘두두두두’라는 의성어로 표현했다. 칸 내부의 후경의 

글자는 작게 시작하여 전경까지 점점 커지면서 이어지다가 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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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까지 걸친다. 이 의성어의 이미지화에서는 세 가지 효과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글씨가 점점 커지면서 원근감을 살리는데 

이 이 미지의 원근감은 곧 사운드의 원근감으로 연결된다. 마치 

카메라의 청점으로 소리를 듣듯이 음원이 앞으로 다가오며 소리

가 커지는 느낌을 준다. 덧붙여 글자에 색의 변화를 실었는데 멀

리 있는 글자는 옅은 노란색으로 시작해서 앞에 있는 글자는 짙

은 빨강색이 된다. 그 사이에는 두 색이 섞여있고 빨간색이 강해

져간다.17) 즉 사운드의 기본요소인 크기 변화가 명확히 표현되었

을 뿐 아니라 음조와 음색을 상상할 수 있게도 한다. 거기다가 

칸을 사선으로 그려 운동성이 강조되면서 음색에 다급함을 싣는 

연출까지 했다.   

그림 4.

환쟁이 

 <기사도>1회18) 

 

 그림 5. 

호랑 

<구름의 노래> 

24화19) 

그림 6.

박소

 <마녀사냥> 11화20)  

 

17) 색깔과 소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색채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따로 있을 정

도로 많은 연구 내용이 축적되어있다. 색은 명도, 채도, 색상의 요소가 결합

되어 기호화되며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색은 소

리나 음을 연상하게 하고 냄새나 촉감까지도 연상하게 한다. 이런 이유로 심

리치료, 광고 등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색깔을 활용한다. (이은정, “청각 이

미지의 시각 표현에 관한 연구 - 음악과 무빙 타이포 그래피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시각대자인과 석사학위 논문, 2003년 6월, pp.19-22) 

하나의 색이 모두에게 똑같은 반응을 불러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사례에

서는 옅은 색에서 짙은 색으로의 변화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

리가 강렬해지는 느낌은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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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연속된 두 번째 칸의 그림과 글씨를 같이 키우면서 

소리가 가깝게 들리게 하는 연출을 했다. 마치 카메라가 줌인하

며 들어가는 것과 유사하다. 영화의 대부분의 장면에서는 카메라

의 청점으로 관객이 소리를 듣는다. 즉 피사체가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커지는데, 실제 사운드를 사용하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관람자는 이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소리의 변

화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위의 <그림 5>에서는 연속된 프레임

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절된 두 칸의 그림 크기와 글씨 크기가 함

께 변화를 보이면서 오히려 실제 들리는 사운드보다 더 변화를 

의식하게 한다. 그리고 두 칸 공히 강렬한 음색을 느끼도록 말풍

선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그림 6>은 의성어를 사용하되 그 의성어의 음원을 강조하는 

독특한 연출을 보여준 사례다. 두 개의 칸은 사다리꼴 모양을 하

고 있는데 한 칸 한 칸은 그 사다리꼴이 별 의미는 없지만 두 칸

이 세로로 연속 배치되고 의성어를 걸쳐놓음으로써 전체적인 의

미가 살아난다. 즉 자동차가 어딘가에 정차를 하는 것을 그린 윗

칸에서부터‘끼긱’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다가 구체적 음원 즉 자

동차 바퀴가 크게 그려진 부분까지 소리가 이어지는데 이는 마치 

영화에서 음원을 클로즈업하는 효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끼

긱’이라는 의성어가 이 두 칸에 세로로 걸쳐있는 것이 전체 그

림과 어우러져 음원으로의 연결성을 표현한다. 그리고 ‘끼긱’

이라는 의성어가 날카로운 음색을 표현하기 위해 길고 강한 선으

로 시각화된 것도 주목할 요소다. 

18) <기사도>는 2012년 5월 3일부터 2014년 1월1일까지 네이버에 연재된 작가 환

쟁이의 작품으로 범죄스릴러 장르에 속한다.

19) <구름의 노래>는 2009년 4월 6일부터 2010년 6월20일까지 네이버에 연재된 

호랑 작가의 작품으로 음악밴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젊은

이의 이야기다.

20) <마녀사냥>은 2014년 5월 14일부터 네이버에 연재되고 있는 박소 작가의 작

품이다. 네이버가 주최한 대학 만화 8강전까지 진출한 작품으로 판타지 계열

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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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화면 사운드 표현

우리는 영화에서 한 화면을 보듯 만화의 한 칸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화와 달리 만화는 동시에 여러 칸을 볼 수도 있다. 그

리고 웹툰의 경우 세로로 움직이는 스크롤을 따라 매우 빠른 속

도로 칸이 이동을 하면서 두 칸을 반씩 걸쳐서 보기도 한다. 웹

툰의 칸 내외를 볼 수 있는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은 내화면 사운

드와 외화면 사운드의 운용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전

술했듯이 영화의 외화면 사운드는 프레임 바깥의 세계로 공간을 

넓히는 역할을 하며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외화면 사운드

의 이런 역할이 웹툰에서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두 매체는 외화

면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영화에서는 

음원의 이미지가 화면에 보이지 않고 관객이 소리만 들을 수 있

을 때를 외화면 소리라 한다. 이는 직접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다. 그런데 소리를 직접 들려주지 않는 웹툰의 

경우는 외화면 소리라도 어딘가에 소리이미지를 넣어야 된다, 칸 

내부의 등장인물을 청자로 할 때 그 청자가 속해있는 칸 속의 공

간 외부에 음원이 있음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

화면 소리라고 무조건 칸 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칸 내부에 글씨 

이미지가 들어가기도 한다. 그 다양한 표현 방법의 사례는 다음

과 같다.

먼저 아래 <그림 7>은 불난 장소에서 아내를 찾아 허둥대며 돌

아다니는 남자를 묘사한다. 여기에는 세 개의 말풍선이 있다. 

“지영아”라고 아내의 이름을 외치는 것과 ‘쿨럭 쿨럭’ 기침

소리는 내화면 소리 즉 남자가 내는 소리다. 이 두 소리를 담는 

말풍선은 음원의 출처를 표시하는 꼬리가 붙어있다. 그러나 “여

보”라는 외침 소리를 담는 말풍선에는 꼬리가 없는데, 이 소리

의 음원이 이 칸 내부에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 소리를 

칸 내부에 넣은 것은 듣는 자의 다급함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이차람 외화면 소리가 칸 내부로 들어와 있는 경우는 청자에게 

소리가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청자의 심리를 표현하는 경우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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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강호진   

<N의등대-the 

calliing>17화21)

그림 8.

같은 작품, 

같은 화 

  그림 9. 허일

<격투기 특성화사립 

고교 극지고> 

2부28화22)

<그림 8>은 같은 작품 중에서 장례식 장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여자의 죽음에 대해 웅성웅성 떠드는 것을 표현한다. 여러 개의 

말풍선에 담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림에 없다. 즉 음원이 칸 

내부에 없는 외화면 소리다. 그러다가 스크롤을 내리면 아내의 

장례식장을 지키는 남자의 모습이 올라온다. 이 경우는 자기 부

부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청자에게로 독

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만일 이 장면을 영화로 연출한다면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

르게 웅성대는 소리만 먼저 들려주다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바뀌거나 클로즈업시키는 방식이 될 텐데 <그

림 7>의 연출도 이와 유사한 것이다.23) 

21) <N의 등대>는 강호진 작가의 멀티 플롯 프로젝트 일환으로 네이버에 연재된 

작품으로 2009년 4월 6일부터 2010년 6월 21일까지 연재되었다.

22) <격투기 특성화 사립고교 극지고>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3월 22일

까지 1부가 네이버에 연재되었으며 2013년 11월 8일부터 2부가 연재 중이다. 

격투기를 가르치는 특성화고의 격투기 배틀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게임으로도 

만들어졌다.

23)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자를 먼저 부각시키고 보는 자가 보는 내용을 나중에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 그 역의 순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시점

(point of view)을 드러낸다. 사운드의 청점도 같은 방식으로 듣는 자를 먼저 

혹은 동시에 보여주거나 역으로 들리는 내용 후에 듣는 자를 보여주는 방식이 

있는데 최근 웹툰에서 세로 스크롤을 사용하면서 후자의 경우가 많이 연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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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음원과 듣는 자를 매우 독특하게 보여준 사례다. 

죽은 줄 알았던 생명체가 소리를 내자 그 소리를 듣는 인물이 당

황해하는 장면이다. 앞의 <그림 6>과 <그림 7>이 모두 외화면 소

리와 청자의 관계를 드러낸 경우인데 <그림 8>은 의성어를 칸에 

걸쳐 씀으로써 왼쪽 청자를 그린 칸에서는 외화면 소리가 되고 

오른 쪽 음원을 그린 칸에서는 내화면 소리가 되도록 했다. 이렇

게 두 칸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음원과 청자의 심리적 관계 및 

소리의 이동이 잘 표현되도록 연출했다. 영화에서도 하나의 프레

임 내에 분할된 두 화면을 사용하는 경우24)가 간혹 있다. 그러나 

<그림 8>에서 칸을 넘어가는 소리 표현은 만화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하고 창의적 표현으로 여겨진다. 

2. 직접 들려주는 사운드

그림 10. 

<연애혁명> 29화25) 

그림 11.

<연애혁명> 25화-2  

그림12.

<터널 3D>26)  

        

는 경향이 있다.

24) 예를 들어 전화를 거는 사람과 전화를 받는 사람을 두 화면을 분할에서 보여

줌으로써 음원과 청자를 동시에 보여주는 경우

25) <연애혁명>은 2013년 9월 14일부터 네이버에 연재중인 232 작가의 작품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상과 연애 감정을 다룬 학원물이다.

26) <터널 3D>는 호랑 작가가 2014년 7월 16일 네이버에 스페셜 웹툰으로 발표한 

호러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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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G M의 사용

웹툰이 출판만화의 소리 표현을 계승했지만 질적인 전환을 이

룰 수 있었던 것은 직접 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이 가능했기 때문

이다. 웹툰 초창기부터  B G M은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러나 일부러 소리를 듣기 위한 장치를 클릭하는 등의 불편함, 특

별히 음악이 감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작용해서 B 

G M이 영화음악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웹툰이 특정 회의 분위기에 맞춘 음악과 음향을 곁들여 B G M을 

제작해서 사용하면서 그 역할이 커졌다. 예를 들어 232작가의 

<연애혁명> 은 매 회 독특한 분위기의 에피소드를 그린다. 그 중 

9화는 비가 오는 날 달콤한 로멘스를 꿈꾸는 학생의 이야기인데 

이 분위기에 맞추어 음향으로서의 빗소리가 믹스된 로멘틱한 분

위기의 음악을 만들어 사용했다.27) 이 작품은 계속해서 몇 개의 

회에 음악을 사용했는데 29회의 음악은 포탈에서  ‘연애혁명 

O.S.T.' 로 음원이 판매될 정도의 인기를 끌었다.28) 이렇게 B G 

M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 박석훈은“작가와 독자의 피드백이 활

발하고 종이책에 비해 수정이 쉬워 브금29)이 활성화하고 있다”

며 “만화와 음악, 두 장르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보여준다.”30)

라고 평한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 O.S.T.처럼 듣는 즉시 반응

을 올리는 독자들이 많아질 뿐 아니라 음악 자체의 퀄리티도 높

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웹툰 B G M의 창의적 사용은 충분히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스크롤 이동에 맞춘 사운드 재생

27)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BGM이 있는 경우에는 노래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노란 병아리 그림과 BGM 이라는 문자를 앞에 보여준다. 

28) 웹툰에서 기존의 곡을 쓰는 수준을 넘어서 작곡가들에게 특정 회의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의뢰하면서 제작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음원 판매까지 이어

진 <연애혁명>29회 음악은 기존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던 작곡가이자 피

아니스트인 불꽃혁명이 참여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은 사례다.

29) 브금이란 B G M을 알파벳을 이어 발음한 단어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BGM 대신 

사용되는 용어다.

30) http://news.donga.com/3/all/20130430/54819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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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이동에 맞춰 사운드가 재생되는 툴이 개발되면서 웹툰

의 사운드 표현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대부분의 B G M이 

한 회 전체에 흘러나왔지만 스크롤에 맞추어 특정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되면서 꼭 음향이 필요한 부분에 음향을 넣고 꼭 음악이 

필요한 부분에 음악을 넣는 것이 가능해졌다. 환쟁이 작가의 <기

사도> 1회는 효과음을 스크롤 이동에 맞춰 적절히 사용한 경우

다. 첫 배경화면에서 아파트 주변의 새 울음소리, 문을 닫을 때 

노크 소리,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나오면서 고양이까

지 나올 때 고양이의 울음 소리, 카트를 끌고 도망치듯 뛰어나올 

때의 카트가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 등은 음향효과로 넣은 것들이

다. 이 소리들은 음원이 같이 보이는 내화면 소리다. 그런데 화

면 뿐 아니라 이야기 속에 음원이 없는 외재음향도 사용하는데 

도둑질을 하려고 조심스럽게 문을 따는 장면에서는 긴장감을 불

러일으키는 리듬을 사용한다. 232작가의 <연애혁명> 25-2에서도 

소풍을 가서 방문한 귀신의 집에서 나오는 소리(내재음향)와 소

풍을 가기 전에 들뜬 기분을 표현하는 경쾌한 음악(외재음악)을 

섞어서 사용한다.31) 이 두 사례는 웹툰의 사운드 작업이 마치 영

화의 후반작업에서 특정 장면에 음향과 음악을 섞어 작업하는 것

과 유사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이런 사운드 작업이 

된 작품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거나 웹에 올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 방식으로 웹툰을 보거나 스마트 폰에서 터

치만으로 빠르게 화면을 이동시키며 볼 경우에는, 초당 프레임이 

아주 적은 애니메이션을 보는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웹툰이 

사운드를 매개로 매체 간 융합을 이뤄낸 경우라 해도 과언이 아

니다.

3) 호러 장르에서의 사운드의 활용

어느 장르보다 호러 장르는 장르적 효과를 사운드를 통해서 극

대화시킨다. 호러영화는 관객에게 긴장(서스펜스)와 놀람(서프라

31) 그림 11에서처럼 스크롤 이동에 맞춰 공포 분위기의 소리를 들려줄 경우에는 

‘소리 주의’라는 안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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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감정을 잘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서스펜스를 강화시키는 것

은 특정한 리듬(오스티나토)32)이나 불협화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서프라이즈 효과는 예상치 않았던 이미지가 등장하면서 동시에 

관객을 놀라게 하는 사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호랑작가는 <터

널 3D>에서 이 방식을 사용한다. 호랑작가는 이미 <옥수동 귀신>

에서 입체 플래시 효과를 사용해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작

가다. 그런데 위의 그림 12의 <터널 3D>에서는 호러장르에서 사

용되는 서프라이즈 효과를 내는 사운드까지 결합해냈다. 이 작품

에 등장하는‘텅텅’, ‘철커덕’ 등의 의성어들은 이미지로 보

여줄 뿐 소리로 들려주지는 않는다. 오직 괴물체가 등장할 때만 

절제 있게 소리를 사용하는데 이미지의 괴기스러움과 결합되어 

서프라이즈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옥수동 귀신>이 공개되었을 

때처럼 <터널 3D>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의 반향은 여러 저널에 기

사화될 정도였다.33) <연애혁명> 25-2에서도 호러 장르 사운드 관

행을 사용한다. 학생들이 귀신의 집을 들어가서 긴장된 감정을 

표현하는 오스티나토 리듬을 사용하거나 물 떨어지는 소리, 비명 

소리 등을 필요한 지점에서 듣게 함으로써 긴장감을 강화시킨다. 

  

Ⅳ.결론

웹툰은 시각예술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감각적 요소를 가진 

사운드는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고 또 그 이미지를 보고 독자는 

인지적 기억과 인출과정을 통해 사운드를 연상해낼 수 있다. 출

판만화에서부터 시도된 다양한 사운드 표현을 계승하며 세로 이

동과 다양한 칸의 활용 등을 통해 창의적 사운드 표현은 계속 발

전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웹툰은 기술적 발전을 적극 활용해서 

직접 소리를 들려주기까지 했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사운드 분

32) 오스티나토란 같은 높이로 일정한 음형을 반복해서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리듬은 영화음악에서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다.

3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99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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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사용되는 개념들을 빌어 와서 웹툰의 사운드 표현의 사례들

을 분석해보았다. 다양한 사례를 유형화시키며 분석하여 더 창의

적 표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이기 때문이

다. 유형화시킨 내용은 첫째, 이미지로 사운드를 표현한 작품의 

사례들에서는 의성어 표현이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창의

적으로 이미지화된 것임을 확인했다. 음량, 음색 등 소리의 기본 

요소들은 의성어의 크기와 배치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왔다. 

그리고 외화면 내화면 소리 표현기법들은 웹툰의 칸 활용과 세로 

이동 활용을 통해 더욱 풍부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았다. 둘째

로, 직접 소리를 내는 기법들에는 단순히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수준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스크롤 이동에 맞춰 다양한 음악과 

음향들을 들려주는 발전을 이뤄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지금까

지는 사운드의 직접적인 활용은 호러 장르 웹툰에 집중되었는데 

호러 장르에 사운드가 장르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 요소란 점과 

현재의 기술적 수준이 잘 결합되었기 때문이었다. 음악과 음향효

과를 사용하는 방식의 진전은 장면과 사운드를 결합시키는 수준

으로 발전하였는데 이 방식이 영화의 사운드 후반작업 방식과 유

사해지고 있으며 이는 곧 매체간의 융합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문화콘텐츠는 개별 영역들이 다른 부분을 융합해내면서 

풍성해지고 있다.34) 웹툰은 그러한 융합이 잘 보여지는 분야고 

여기에 사운드도 한 매개가 되고 있다. 이정민은 “전문화와 개

별성을 주도했던 미디어의 변화가 다시 이번에는 융합과 통섭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만화, 애니메이션은 대중화된 개별 

미디어의 시대에 내러티브(서사)와 인터렉티브(대화)를 기반으로 

콘텐츠와 콘텐츠를 연계하고 미디어와 미디어 사이를 넘나드는 

멀티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35) 라고 문화콘텐

34) 웹툰이 영화로 만들어지고(<미생>),웹툰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놓지마 정신줄>)가   있는가 하면, 스마트툰을 빠르게 터치하면 초당 프레

임 수가 적은 애니메이션과 유사해지는 경우   가 있다. 또 <늑대아이> 처럼 

실재 피사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애니메이션의 한 부분으로 결합시   킨 경우

도 있다. 이처럼 매체 간의 상호 차용이 늘어나고 있다. 

35) 애니메이션과의 대화 이정민 2011 종이거울 p.258



488

츠에서 인터렉티브 작용과 통섭의 연관을 강조한다. 사운드는 이

런 인터렉티브 과정에 중요한 비중으로 떠오르고 있다. 웹툰 독

자들이 본문의 분석 작품들의 사운드 활용에 반응한 것은 또 새

로운 창의적 표현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웹툰의 사운드 표현 사례 분석에 집중하면서 분석 

가능성의 이론적 기초로만 인지심리학을 언급했기에 이는 극히 

제한적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 웹툰의 기호가 어떤 성격인지를 

학술적으로 규명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일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언급된 작품들은 일부에 불과하며 사실 더 많은 작품 

속에 창의적 표현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 보고 이후 그런 표현방

식들에 대한  발견과 탐구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웹툰에서 사운드를 많이 활용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

니라 사운드 표현의 영역에서 창의적 결과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있음을 말하려했다. 그리고 이런 작품분

석들이 창의적 표현에 활용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대훈,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6.

데이비드 보드웰 크리스틴 톰슨, 주진숙 이용관 옮김, 『Film Art』, 이

론과 실천 1998.

랜들 P. 해리슨, 하종원 옮김, 『만화와 커뮤내케이션』,  한나래, 

2008.

미셸 시옹, 윤경진 역, 『오디오-비전』, 한나래, 2006.

박윤선, 『웹툰고수들의 실전 작법노트』, 대원씨아이, 2013.

브라이언 C. J.무어, 최인용, 최낙진 옮김, 『청각심리학』, 학지

사,2011.

이정민,『애니메이션과의 대화』, 종이거울, 2011.

이철웅, 『영화와 음악』, 이정선음악사, 1998.

한상준, 『영화음악의 이해』, 한나래, 2008.

한영주, 『다시보는 우리만화 1950-1969』, 글논그림밭, 2001.



489

목혜정, 「김기영 <하녀>와 임상수 <하녀>의 사운드 비교분석」, 씨네포

럼 제11호, 2010, pp.62-92.

박은연, "음악정보처리와 음악적 기억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학

과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2010,8).

이은정, "청각 이미지의 시각 표현에 관한 연구-음악과 무빙 타이포그래

피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시각디자인과 석사학위논

문(2003, 6).

http://comixpark.pe.kr/130076379744, 2014, 07.30

http://news2.cnbnews.com/news/article.html?no=259090, 2014, 08, 02

http://news.donga.com/3/all/20130430/54819389/1, 2014, 08, 0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999256, 2014, 08, 03



490

ABSTRACT

 A Study of Sound Expression in Webtoon 

Mok, Hae Jung

Webtoon has developed the method that makes it possible to 

express sound visually. Also we can also hear sound in webto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web technology. It is natural that we 

analyze the sound that we can hear, but we can also analyze the 

sound that we can not hear. This study is based on 'dual code' in 

cognitive psychology. Cartoonists can make visual expression on the 

basis of auditive impression and memory, and readers can recall the 

sound through the process of memory and memory-retrieval. This study 

analyzes both audible sound and inaudable sound. Concise analysis 

owes the method to film sound theory. Three main factor,Volume, 

pitch, and tone are recognized by frequency  in acoustics. On the 

other hand they are expressed by the thickness and site of line and 

image of sound source. The visual expression of in screen sound and 

off screen sound is related to the frame of comics. Generally the 

outside of frame means off sound, but some off sound is in the 

frame. In addition, horror comics use much sound for the effect of 

genre like horror film. When analyzing comics sound using this kinds 

of the method film sound analysis, we can find that webtoon has 

developed creative expression method comparing with simple ones of 

early comics. Especially arranging frames and expressing sound  

following and vertical moving are new ones in webtoon. Also types 

and arrangement of frame has been varied. BGM is the first in using 

audible sound and  recently  BGM composed mixing sound effect is 

being used. In addition, the program which makes it possible for 

readers to hear sound according to scroll moving. Especially horror 

genre raise the genre effects using this technology. Various methods 

of visualizing sound are being created, and the change shows that 

webtoon could be the model of convergence in contents. 

  key words; webtoon, sound-visualizing, off screen sound, horror 

sound, B 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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