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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은 2002년 강풀 작가가 미디어다음 ‘만화 속 세상’에 연재

를 시작하며 용틀임을 시작한 이후 2004년 네이버가 시장에 합류하면서 본격적

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과거 만화잡지와 달리 스크롤을 통해 내려보는 방식은 네

모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작가의 의도를 보다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웹툰만의 

고유한 표현형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10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에 웹툰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힘입어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 영화와 방송 드라마 등으로 확산되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콘텐츠산업

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와 함께 인기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로 새

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 웹툰을 주제로 ‘올 웹툰’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

는 웹툰의 지난 10여년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정리하고자, ‘웹툰의 

모든 것, 웹툰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기획되었는데, 웹툰을 본격적으로 다룬 국내 

첫 전시회입니다.

자료집을 펴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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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기간 중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웹툰 작품들을 체험하고 웹툰 제작 교육 및 

유명 웹툰 작가들의 토크 콘서트 등도 개최하여 작가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웹툰 

제작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시회의 결과와 그밖에 웹툰 관련 자료들을 모아 기록으로 

남기고자 웹툰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이 웹툰을 전공하거나 

웹툰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대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임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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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webtoon)은	“그림·문자·음향·영상	정보”를	제공

하는	모든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의미하는	“web”과	만화를	뜻하는	“cartoon”의	“toon”이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다.	디지털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IT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

운	대중만화	콘텐츠가	웹툰이다.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웹툰’은	우리나라	만화	시

장과	대중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재편해나가고	있다.	

웹툰은	1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	만들어지고	발전	되어왔다.	웹툰은	발전	형태에	따라	0~4

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0세대는	주로	출판만화를	단순하게	스캔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출판만화에서	웹툰으로	넘

어가기	전	과도기적	형태다.	이어서	등장한	것은	마우스를	클릭하면	볼	수	있는	1세대	방식

이다.	이때부터	웹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세대 방식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한	만화로	기존	출판만화	형식과	차별화된	제작과	서비스

를	보여	주었다.	

이후	2세대	웹툰	작가들은	인쇄	방식이	아닌	웹서비스	플랫폼에	맞추어	만화를	그리기	시

작했다.	디지털로	만들어	지고	디지털방식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다.	2세대부터	웹툰이	

플랫폼에	적합하게	적응했고,	지금처럼	형식적인	웹툰의	틀이	만들어졌다.	

만화를 바꾸고 
문화를 바꾼다.

기획의 글



웹툰의 과거, 현재, 미래 

미래

과거 현재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만화만 보고 있니!

우씨…	
다음	주까지	언제	기다려….

우리나라로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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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방식은	터치스크린의	발전과	함께	시작됐다.	2세대	방식이	스크롤	형식이라면	3세

대	방식은	터치스크린	형식이다.	스크롤과	터치스크린	방식은	이미지를	좌우가	아닌	위아

래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통적인	이미지	연상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웹툰이	가지는	중

요한	정체성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4세대	방식은	음향과	애니메이팅의	결합이다.	멀티미디어	환경에	맞춘	이러한	효과들은	콘

텐츠에	신선한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	근래에	들어와	다양한	효과들이	웹툰의	극적인	재미

를	높여	주면서	새로운	웹툰	기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4세대	방식의	웹툰은	현재	진행

형이다.	미래에	어떤	웹툰	콘텐츠들이	생겨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스마트형	환경과	다

양한	플랫폼에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대중가요는	K-pop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음악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류시장의	문을	열었던	드라마의	열기

를	이어온	대중문화가	K-pop이다.	이러한	K-pop의	한류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안으로	웹

툰이	성장하고	있다.

현대	대중문화	시장은	미디어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다.	미디어의	중심에는	인터넷이	있고,	

웹서비스가	자리하고	있다.	웹서비스의	선두에는	디지털	문화에	최적화된	웹툰이	존재한다.		

K-pop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중문화가	된	것처럼	웹툰도	우리의	대표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다.	웹툰의	문화	관련	산업으로의	전이와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출판·드라마·영

화·게임·캐릭터·뮤지컬	등	대중문화	원천	소스로의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언어적	

장벽을	넘어야	하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준비된	한류	브랜드로서	웹툰의	가치를	재정립할	

세대 시기 특징

0	 과도기	 출판만화를	스캔해서	서비스하는	방식

1	 태동기			 마우스	클릭을	하면	한	컷씩	볼	수	있는	서비스	방식

2	 형성기	 마우스	스크롤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방식

3	 완성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최적화된	터치스크린	방식

4
	

발전기
	 웹서비스	방식에	적합하도록	문자·영상·음향·비디오를	

	 	 활용하는	멀티미디어	방식

세대별 웹툰의 시기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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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웹툰	시장은	2013년	기준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	성장	속

도라면	2015년에는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성장세를	주목한	우리나라	대표	

포털	회사	중	하나인	네이버에서는	올해부터	웹툰	글로벌화를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고	발

표했다.	웹툰의	꽃을	피운	다음	역시	“만화	속	세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작가	군을	형성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체제를	정비했다.	이뿐	아니라	삼성,	KT,	SKT	등	굴지의	스마트	

폰	관련사들이	앞다투어	웹툰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

털과	인터넷	강국으로	알려졌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인	웹툰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은	미래	대중문화	콘텐츠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웹툰을	정

리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올	웹툰”	이라는	주제로	기획전과	체험,	토크콘서트,	웹툰	교육을	

실시했다.	기획전은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웹툰을	설명하고,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구

성했다,	또한	웹툰의	10년사를	시대별로	정리했으며	의미	있는	100편의	웹툰을	선정하여	

웹툰의	발전과정을	보여	주었다.	웹툰은	특정한	분야만의	콘텐츠가	아니라	문화전반에	걸

쳐	시대를	아우르는	원천	콘텐트로	성장하길	바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웹툰	10년이

라는	의미	있는	작업을	세계	최초로	기획하였다.	이후	“올	웹툰”	콘텐츠들이	웹툰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거나	연구하기위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자료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

다.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유실된	자료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점도	있었지만,	많은	작가

들과	관련업체들의	도움으로	농축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을	전하며	웹툰	100년을	꿈꾸어	봅니다.

총괄기획-김정영(청강문화산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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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IT환경이 탄생시킨 만화
                (Webtoon)’

 1. 정보통신강국 한국의 만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은	빠르게	발전했다.	김영삼	정부(1993년~1998

년)는	이를	‘세계화’	정책으로	확장했고	김대중	정부(1998년~2003년)는	‘정보화’	정책으

로	체계화했다.	이	시기	한국의	문화산업은	세계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된	매체	환경에	몸을	맞춰가고	있었다.	신문·잡지,	인쇄·출판분

야에	주력했던	만화(Manhwa,	Korean	Comic	book)산업	역시	1990년대	중후반부터	PC

통신과	인터넷으로	유통망을	확장하며	‘인터넷만화(Internet	Cartoon)’	세상을	열었다.	

 2. 인터넷만화, 웹애니메이션, 웹툰 

	 기존의	출판만화는	일반서점에서	구매하기	어려웠다.	‘대본소’	또는	‘대여점’을	

통해	빌려	보는	형태가	일반화	되어	있었지만	이를	불편하게	여긴	사용자가	많았다.	반면	

‘인터넷만화’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다.	

한국형 세계만화 웹툰

웹툰 탄생 10년,

100명의 웹투니스타와 100편의 걸작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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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	출판만화산업의	위축을	우려한	만화출판사가	소극적으로	인터넷만화	시장에	

참여하면서	신규	콘텐츠의	유입이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반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입출력장치	등이	빠르게	대중화	되면서	IT벤처기업이나	관련분야	종사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환경에	최적화	된	만화콘텐츠	제작	열풍이	불었다.	

기존의	만화	이미지(Image)에	컬러를	입히고	텍스트(Text)와	사운드(Sound)를	넣고,	무비

(Movie)효과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만화	형식을	유지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때마침	플래시(Flash)	프로그램과	유통	포맷이	대중화	되면서	파일용량은	작고	화질은	뛰

어난	저예산	‘웹애니메이션’	제작도	붐을	이뤘다.	내용상으로는	단순	명확하고	자극적인	소

재가	중심이	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콘텐츠를	웹에서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동영상만화라

는	의미에서	‘웹툰(Web	+	Cartoon)’이라	불렀다.	지금은	한국의	대표	캐릭터	중	하나가	된	

‘엽기토끼	마시마로’가	이	시기에	탄생한	웹애니메이션이다.

2000년대	초반	초고속통신망이	대중화되면서	콘텐츠의	파일용량이나	전송속도	문제가	사

라졌다.	인터넷에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나	TV시리즈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게	되자	웹

애니메이션은	자연	도태됐다.	대신	이	같은	정서를	바탕으로	한	짧은	이야기	만화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사회	참여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면서	디지털	저작도구의	활용에	능했던	

세대들이	이른바	UCC(User	Creative	Content)만화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개인홈페이지나	

커뮤니티사이트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UCC만화는	포털사이트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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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는	역할을	했다.	‘스노우캣’	‘마린블루스’	‘파페포포’	등	캐릭터성이	강한	작품이	이	시

기에	탄생했다.	사람들은	이를	‘웹툰’이라	불렀다.	

 3. 포털웹툰의 인큐베이팅시스템과 플랫폼전략

	 한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중	한	곳인	다음(DAUM)은	2003년	뉴스	섹션에	

‘만화속세상’이라는	웹툰	코너를	개설했다.	개인	홈페이지에	분비물	관련	웹툰을	올려	유명

해진	강풀은	이	코너에	<순정만화>라는	제목의	진지한	연예만화를	연재했다.	세로로	긴	롤

페이퍼에	그린	것	같은	작품이었다.	PC	모니터에서	보려면	스크롤마우스를	아래로	스크롤

하며	읽어야	했다.	좌에서	우로	1페이지씩	넘기면서	봤던	기존의	연재만화와는	다른	형식이

었다.	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했지만	이	만화는	그	해	최고의	작품이	됐고	‘웹툰’이라	불린	새

로운	만화장르의	문법을	제시한	작품이	됐다.	이후	기존	만화계에서	활동하던	강도하(<위대

한	캣츠비>,	Empas),	양영순(<1001>,	Paran)	등	탁월한	작화력과	서사	능력을	지닌	작가

들이	각기	다른	포털사이트에서	작품을	연재하며	웹툰의	형식과	문법을	정교화	시켰다.	

다음이	새로운	장르를	선도해가자	한국	최대	규모의	사용자	기반을	지니고	있던	네이버

(NAVER)도	2005년	웹툰	서비스를	본격화	한다.	다음이	스토리에	기반	한	작품을	집중	편

성했다면	네이버는	캐릭터에	기반	한	작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석과	김규삼	등	코미디	연

출에	능한	작가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웹툰은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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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콘텐츠의	수준과	양도	급격하게	늘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작가와	

사용자층도	늘어났고	광고에	기반	한	수익모델도	다양해졌다.	사용자가	2배씩	늘어나면서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했다.	하루	1천만	명	가량이	방문하기	시작하자	포털웹툰	서

비스는	한국의	만화산업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여기에는	웹툰작가를	

희망하는	이들이	작품을	등록하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웹툰	인큐베이팅	시스템’도	

한	역할을	했다.	이를	두고	포털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콘텐츠를	확보하는	전략’이라는	비

판이	나오기도	했고	‘돈	못	버는	인기인’을	양산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창작후속세대’가	

끊임없이	양산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4. 세계로 향한 웹툰, 수익모델은 여전히 고민 중 

	 이제	웹툰의	인기는	한국	내에	머물고	있지	않다.	이미	다양한	언어권에서	웹툰을	

무단	번역해서	인터넷에	공유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웹툰이	다른	언어권에서	자연스

럽게	소비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작가나	사

용자	트랙픽	분산을	막아야	하는	포털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다른	언어권의	만

화시장이	아직	출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공개된	

작품을	굳이	책으로	사려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포털웹툰	플랫폼의	수익	모델	악화이다.	포털의	주수익	모델은	광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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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다.	사용자에게	공짜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기업광고를	노출시켜	수익

을	발생시키고	있다.	사용자의	신규방문과	재방문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핵심	전략인	셈

이다.	웹툰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되는	것도,	웹툰	주인공을	캐릭터	아이템으로	판매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포털웹툰	플랫폼으로	사용자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반

면,	해외사용자는	다른	사이트를	통해	포털웹툰을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즉,	포털로	유입되

어야	할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가로채기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포털은	최근	적극적인	방식으로	웹툰산업	관리에	나서고	있다.	모바일기기	사용

자가	많아지면서	앱이나	모바일웹으로	분산되는	트랙픽을	중심으로	한	광고	수익	모델을	마

련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부분	유료화에도	나섰다.	이에	따라	웹툰의	형

식은	멀티미디어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로	또	한	번	진화하고	있다.	부분	유료화에	따라	중소

포털들의	시장경쟁력이	생기면서	다양한	성격의	유료웹툰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포

털은	한국	웹툰의	해외출판을	측면	지원하는	한편,	웹툰	해외서비스를	자사의	해외사업	전

략에	맞춰	직접	운영하면서	디지털캐릭터	아이템	등	부가적인	수익	확보에도	적극성을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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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웹툰 탄생 10년의 의미

	 한국	만화계는	1909년	<대한민보>에	게재된	이도영의	만평을	‘최초의	한국	만

화’로	평가하고	있다.	이후	만화는	신문,	잡지,	단행본,	대본소,	교양잡지,	전문잡지,	대여점,	

인터넷만화,	교양학습만화를	거치며	웹툰에	이르렀다.	개화기	서구문물의	유입과	일제강점

기의	문화통치,	미군정시절의	보급문화,	군사정권	하의	산업화와	민주정권	하에서	세계화

와	정보화를	거치면서	한국은	불운한	시대의	혼탁한	문화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내	것의	문화’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한국만화	역시	유럽만화와	일본만화,	미국만화의	

융단	폭격	속에서	자신의	꼴을	만들어	나갔다.	‘형(形)’을	받았으나	‘식(式)’을	달리했고	‘식’

을	따랐지만	‘형’은	새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를	통해	한국적	극화,	한국적	코믹

스,	한국적	망가	등이	100년의	만화사를	통해	구체화	됐다.	그리고	한국만화는	100년의	역

사를	통해	작가,	화풍,	매체,	문법과	서술형식,	유통형식과	연관사업화	방식	등에	있어서	전

혀	다른	‘우리	것의	만화’,	‘웹툰’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	웹툰은	지금	만화선진국은	물론

이고	만화라는	전통을	지니지	않은	나라에서도	지켜보는	‘만화’가	됐다.	웹툰은	한국만화	

100년의	역사를	통해	구축된	한국이	만들어낸	세계	만화의	한	장르가	됐다.	한국이	만든	세

계만화의	한	틀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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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툰 이전의 
  - 웹만화, 웹애니메이션에 담은 일상과 감성

1.	스노우캣		권윤주_1999_개인홈페이지

www.snowcat.co.kr

일상툰_전연령_<스노우캣의	혼자놀기>	외_중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수출

●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던 권윤주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손

바닥 크기의 일기체 만화. 혼자 놀기 좋아하는 게으른 고양이의 일상을 일기체 형식으로 잔

잔하게 그리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귀차니즘이라는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다.     

2.	마시마로		김재인(ⓒ씨엘코)_2000_엔포

www.mashimaro.com

웹애니메이션_전연령_<마시마로	캐릭터	놀이북>	외_국내외	캐릭터상품	출시

● 대학생 신분이었던 김재인이 인터넷만화사이트 엔포를 통해 공개한 7편(각 1분30초)의 

플래시애니메이션. 두둑한 배짱과 능청스러움으로 단숨에 곰을 제압하는 모습이 엽기적이

라고 해서 ‘엽기토끼’라 불리며 주목 받았다. 50여 개 국가에 4,500여 종 이상의 캐릭터 상

품이 출시됐다.   

	

100편의 웹툰, 100명의 웹투니스타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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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페포포		심승현_2000_다음	카페(만화속세상)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pape

감성툰_전연령_<파페포포	메모리즈>	외_일본	중국	대만	등	수출

● 스파이더맨과 배트맨 원화를 그리던 애니메이터 심승현이 자신의 사랑과 실연을 소재로 

만든 자기고백식 연애만화. 다음 카페에 올렸던 파페와 포포의 이야기가 인기를 얻으면서 

동아LG만화공모전 수상(2000), 콘텐츠진흥원 우수콘텐츠지원(2001), 단행본 발행 및 베스

트셀러 진입(2002), 대한민국만화대상(2003) 수상까지 이어지면서 새로운 만화 트랜드를 

주도했다.

4.	마린블루스		정철연(ⓒ킴스라이센싱)_2000_개인홈페이지

http://www.marineblues.net

캐릭터툰_전연령_<마조앤새디>	외_각급	기업	브랜드캐릭터,	수	백	종의	캐릭터상품	출시

●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하며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던 정철연이  자신의 ‘웃기

는 일상’을 만화일기식으로 그린 캐릭터툰. 해산물을 의인화한 성게군, 성게양, 개불군, 불

가사리군, 문어양 등이 등장하는 포복절도할 에피소드로 인기를 모았다. 작가와 캐릭터회사

가 협업을 통해 개인홈페이지와 만화일기를 기반으로 한 캐릭터 라이센싱을 전개했다. 

5.	천하무적 홍대리		홍윤표_2000_천리안웹툰

http://blog.naver.com/hongcartoon	

일상툰_15세	이상_<천하무적	홍대리>	시리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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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상사출신의 직장인이었던 홍윤표가 자신의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샐러리맨의 애

환과 좌절, 설움과 분노를 유머러스하게 그린 풍자만화. 직장인 소재 만화 붐을 일으키기도 

했고 주류만화와는 다른 대안만화로 불리기도 했다. 전통적인 연재만화의 성격을 지녔지만 

천리안의 만화코너에 연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평가됐다. 이 코너의 서비스명칭은 ‘웹

툰’이었다. 

6.	쾌변만화알타리써비스		메가쇼킹만화가(고필헌)_2001_개인홈페이지

http://blog.naver.com/animaiko

일상툰_15세	이상_<혼신의	탐구생활>	외_제주,	홍대	쫄깃쎈타	운영	중

● 낯설지만 익숙한 상황묘사와 기기묘묘한 언어유희 그리고 만화적 현실과 일상을 재현한 

웃기는 퍼포먼스로 필명처럼 ‘메가쇼킹만화가’가 됐던 고필헌의 데뷔작. 개인홈페이지 알

타리넷을 중심으로 일상 속 응어리를 시원하게 분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쾌변만화’를 그

렸던 작가는 자신의 ‘유쾌한 일상’을 작품화하면서 웹만화의 초기 특성들을 실천적으로 보

여줬다.

7.	폐인의 세계		김풍(김정환)_2002_개인홈페이지

www.kimpoong.net	

패러디툰_15세	이상_<김풍’s	폐인의	세계>	_각종	캐릭터상품	출시

● 패러디사이트 디씨인사이드가 붐을 이루던 시기에 등장한 패러디툰. 이 사이트의 사용자

들은 뭔가 모호하거나 기분이 언짢을 때 ‘아햏햏’이라는 신조어를 쓰고 자신들을 ‘햏자’,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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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라 칭했다. 이 작품은 이들의 ‘웃기는 생활상’을 만화로 재구성한 것으로 ‘햏언수행, 주

침야활, 면식수행’ 등의 유행어를 만들어냈다. 작품이 유행하면서 작가가 통신사 광고모델

로 등장하기도 했다. 

8.	연예인지옥		오인용_2002_개인홈페이지

http://5p.olivegame.com

웹애니메이션_15세	이상_각종	VOD,	모바일게임	등	다수	출시

● 대학동기들이 모여 만든 애니메이션팀 오인용이 군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연예인 병역 

혜택문제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한 플래시애니메이션. 무뇌중, 스티붕유, 아르헨도도 

등 특정 연예인을 희화화한 캐릭터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출판만화, 웹만화 등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며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신연예인지옥’이 발표되기도 했다. 

9.	포엠툰		페리테일  (정헌재)_2002_개인홈페이지

http://www.bburn.net

캐릭터툰_전연령_<완두콩>	외_각종	캐릭터	상품	출시

● 미대 출신의 락밴드 보컬이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소중한 감정들을 봄여름가을겨울

이라는 테마에 맞춰 엮은 에세이 툰.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만화일기 형식으로 쓰고 그린 작

품이 ‘에세이툰’ 출판 붐과 함께 발행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극도로 단순화된 선화와 잠

언이 보는 이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치유계 만화 중 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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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털사이트의 히든 콘텐츠가 된 	
     - 미디어다음의 등장, 포털웹툰 삼국지가 낳은 ‘웹툰3신’

10.	순정만화		강풀_2003_다음	만화속세상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kangpool

서사툰_전연령_<순정만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외_영화,	연극	다수_일본,	프랑스	등	수출

● 개인홈페이지와 영화잡지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주목 받던 작가가 엽기적 소재의 개

그툰이나 만화일기 형식의 에세이툰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시도한 장편서사만화. 여고생 한

수영과 평범한 회사원 김연우의 연애담을 다뤄 화제가 됐다. 이 작품 이후 웹툰의 제작형식, 

매체, 소비경향 등이 완성됐다고 해서 이를 ‘최초의 웹툰’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11.	트라우마		곽백수_2003_네이버만화(스포츠서울)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2052&no=1&weekday=sun	

패러디툰_15세	이상_<가우스전자>	외

● 작가의 개인사이트에 연재되다가 인기를 얻으면서 스포츠신문을 통해 정식 연재된 작품

이다. 인터넷신문 게재분이 블로그와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퍼지면서(펌질) 서서히 인

기를 얻었다. 특정 상황을 패러디한 허무개그가 주를 이루지만 가우스전자 자재과 대리 김

현필, 최배달을 패러디한 무도인 최상술 등이 고정 출연하는 에피소드도 있다.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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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스패밀리		김희문_2003_개인홈페이지

http://www.moonsfamily.net

캐릭터툰_전연령_<문스패밀리>	시리즈	외_디지털캐릭터	상품	등	출시

●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던 작가가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4컷 만화가 네티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주목 받았다. 단순한 형태의 캐릭터 둥글이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연인과 부모님, 주

변사람들의 감사함을 떠올리게 하는 단상들이 담긴 에세이툰이다.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 어머니’ 등의 작품을 통해 소홀했던 주변을 돌아보게 한다. 

13.	츄리닝		이상신·국중록_2003_머니투데이(스포츠투데이)

http://comic.mt.co.kr/comicDetail.htm?nComicSeq=5	

패러디툰_15세	이상_<츄리닝>	시리즈	외_디지털캐릭터	상품	등	출시	

● 대학 재학 중 두 작가가 스포츠신문에 투고한 작품으로 전격적으로 본지에 연재되며 화

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반전으로 스포츠신문에 장기간 연재되면서 성인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사회문화 현상과 익숙한 작품에 대한 패러디를 중심으로 매회 색다른 

에피소드를 전개하는 <츄리닝> 식 만화문법은 자연스럽게 웹툰으로 연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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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낭만돼지 데이지		청설모(박상준)_2003_다음	만화속세상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chung	

캐릭터툰_전연령_‘도시협객	제갈주먹’	애니메이션	외

● ‘부활이소룡’ ‘허준이야기’ ‘척살매’ 등의 플래시애니메이션으로 우리사회의 부조리한 

부분을 통쾌하게 풍자했던 청설모 작가의 캐릭터툰 데뷔작. 빨간 목도리를 한 돼지 데이지

와 토끼 여자친구 토순이의 엉뚱한 에피소드가 주를 이룬 작품이다. 2부에서는 몽필이라는 

개와 사귀고 있는 토순이가 헤어진 데이지를 그리워하며 펼치는 연애 스토리가 전개된다. 

15.	감자도리		김영주_2004_개인홈페이지

http://blog.naver.com/egamzadori

캐릭터툰_전연령_<감자도리	회사가기	시러>	외_디지털캐릭터	상품	등	출시

● ‘국찐이’ 캐릭터로 유명한 디자이너 김영주가 고구마 마을에 사는 감자도리라는 캐릭터

를 중심으로 펼쳐낸 일상툰. 고구마들과 다른 얼굴색이 콤플렉스인 감자도리는 자기 혼자 

다르다는 것,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며 남들과 같아지기를 꿈꾼다. 하지만 ‘하기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줄 아는 캐릭터. 온통 딴 생각만 하는 직장인들의 속마음을 그린 ‘회사가

기 싫어’ 편이 화제가 된 바 있다. 

16.	지랄발광_김인호_2004_파란닷컴(올레웹툰)

http://webtoon.olleh.com/main/times_list.kt?webtoonSeq=21	

스포츠툰_15세	이상_<럽스토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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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시절 연애경험을 작화해 인기를 얻었던 <럽스토리>의 김인호가 포털사이트 웹툰에

서 처음으로 선보인 길거리 농구 소재의 스포츠웹툰. 가로로 전개되는 서사와 스포츠 경기 

연출 방법에서 벗어나 세로 스크롤에 맞춘 연출과 경기묘사를 보여준 작품이다. 이 작품 이

후 웹툰의 소재와 장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	마인드툰		마인드C(강민구)_2004_야후카툰

http://blog.naver.com/2mindc

개그툰_15세	이상_<2차원개그>	외

● 기발한 발상과 단순명료한 디자인으로 주목받았던 디자이너 강민구의 웹툰 데뷔작. 디씨

인사이드 카툰갤러리를 통해 취미만화가로 활동하던 중 야후카툰의 제의로 정식 연재를 시

작했다. 강렬한 데생과 과장된 연출, 머릿속을 텅 비게 만드는 개그 코드가 버무려진 작품이

다. 짧게는 2컷, 길어야 6컷 내외로 웃음 코드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8.	노크필수		양갱_2004_파란닷컴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991632

로맨스툰_15세	이상_<엑소시스터즈>	외

● 파란닷컴에 연재되며 청소년들의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 낸 로맨스웹툰. 순정파 주인공 

천두가 새로 전학 온 여학생 은하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짝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지만 초

능력군, 고단수, 도인극 등 개성 넘치는 주변인물들의 등장과 작가의 재치가 곁들여져 웃음

과 감동을 전달하는데 성공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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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천일야화(1001)		양영순_2004_파란닷컴(올레웹툰)

http://m.webtoon.olleh.com/main/times_list.kt?webtoonSeq=24	

서사툰_15세이상_<덴마>	외_

● 잡지 연재만화 <누들누드>와 스포츠신문 연재만화 <아색기가>로 명성을 얻고 있던 양영

순의 본격 포털웹툰 데뷔작. 정확한 데생과 파격적인 상상력, 색다른 시선의 연출로 데뷔 당

시 ‘만화보’라는 극찬을 받았던 작가가 ‘아리바안나이트’를 소재로 세로 스크롤 웹툰의 미학

적 실험에 도전한 서사웹툰이다. 

20.	식객		허영만_2004_파란닷컴(다음	만화속세상)

https://itunes.apple.com/kr/app/id634716524	

요리툰_15세	이상_영화,	드라마	외_각종	캐릭터	상품	출시

● 한국 만화를 대표하는 작가가 그린 팔도음식기행. 2002년 동아일보에 연재되다가 파란

닷컴, 다음 만화속세상, 쿡인터넷존,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연재를 이어갔다. 신문연재만화

의 구성과 형식을 취하고 있고 전통적인 서사만화의 문법을 따르고 있으나 신규 디지털만화 

매체와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자리를 옮긴 ‘만화 카테고리 킬러 콘텐츠’로서의 상

징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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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위대한 캣츠비		강도하(강성수)_2005_엠파스(다음	만화속세상)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catsbe

로맨스툰_15세	이상_<로맨스킬러>	외_드라마,	뮤지컬	외_각종	캐릭터	상품	출시

● 언더그라운드 만화계의 기수 강성수가 오버그라운드 합류를 선언하며 발표한 웹툰 데뷔

작. 고양이와 개를 의인화한 설정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춘들의 사랑을 그려냈다. 

자기주장을 뒤로하고 독자와의 소통과 호흡을 택하면서 그 해 오늘의 우리만화상, 독자만화

대상, 대한민국만화대상을 수상하며 ‘만화상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3. 포털의 네트워크 효과가 만들어낸 웹툰플랫폼
    - 네이버만화의 변신, 급격하게 확산된 웹툰 이용자

22.	돈까스취업		노란구미(정구미)_2005_다음	만화속세상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kommi	

일상툰_15세	이상_<한국일본이야기>	외_각종	디지털	캐릭터	상품	출시

● ‘일본에서는 중요한 시험을 볼 때 돈까스를 먹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재일교포 3세인 

작가가 한국으로 유학 와서 경험한 취업에 관한 에피소드를 만화일기 형식으로 그린 웹툰이

다. 노란 우비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대학 4학년 졸업생 구미는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고 각

종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자기소개서와 서류전형 등을 보면서 ‘다른 한국’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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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골방환상곡		워니(박종원)·심윤수_2005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15441

일상툰_15세	이상_<찌질의	역사>(김풍	글)	외_각종	디지털	캐릭터	상품	출시

● 작가가 대학 복학생 시절 그린 웹툰. 주인공인 늑대 워니와 그의 친구 곰이 보여주는 일

상 공감 에피소드.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길 수 없는 존재, 엄마친구아들’을 소재로 한 웹툰으

로 ‘엄친아’ 붐을 이룬데 이어 ‘우리 아들의 공부를 방해하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주범, 우리

아들친구(우친아)’로 또 한 번의 유행어를 만들어내면서 주목 받은 작품이다. 

24.	마피의 다락방		마피(신희영)_2005_네이트	만화

http://comics.nate.com/webtoon/list.php?btno=8151

일상툰_전연령_<마피의	다락방>	외_각종	디지털	캐릭터	상품	출시

● 20대 여대생인 작가가 자신을 대표하는 캐릭터(오너캐)인 마피와 실제 친구들을 모델로  

소소한 일상을 담아낸 웹툰. 뭐든 서툴고 소심한 성격에 지나치게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미

대생 마피가 경험한 현실과 동화 같은 판타지가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전개된다. 1회에 

2~3개의 4컷 만화가 서사적으로 연결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여성팬의 몰입도가 높은 

치유계 작품으로 분류된다. 

25.	남자친9		토마(정순미)_2005_파란닷컴

http://www.tomashow.com

감성툰_15세	이상_<크래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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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과를 중퇴하고 만화가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던 작가가 <선생님과 나>에 이어 

그린 웹툰. ‘헤어진 연인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이 작품은 주인공 밍

밍과 남자친구 제리가 ‘편한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한 후 찾아드는 일상과 옛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시트콤처럼 코믹하고 감성 일러스트처럼 가슴 시리게 전달된다.

26.	입시명문 사립 정글 고등학교		김규삼_2006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15640

학원툰_전연령_<쌉니다	천리마마트>	외_각종	캐릭터_디지털	상품	출시

● 코믹스계의 신예작가였던 김규삼의 첫 번째 웹툰. 정글고라는 가상의 고등학교를 배경으

로 주인공 불사조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이사장을 비롯한 교직원이 펼쳐가는 학원스토리. 

네이버 웹툰의 오늘을 이끈 대표작으로 의인화 된 닭 모양을 한 ‘불사조’, 가상의 특산물로 

복용하면 삼 년 만 공부하게 된다는 ‘만년삼’ 등의 캐릭터와 한국의 교육현실을 비꼰 블랙코

미디로 유명하다. 

27.	수사9단		김선권_2006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15568

서사툰_15세	이상_<후유증>	외

● 자칭 수사9단이지만 부하들에게는 딸기라고 불리는 홍달기 반장과 어리버리한 신참형

사 김사랑, 쓸모없는 정보만 수집하는 정보통 등이 살인이나 실종 등 형사 사건을 해결해가

는 과정을 그린 웹툰이다. 형사가 주인공이지만 추리물이나 탐정물에 가까운 전개구조를 통

해 독특한 개그 센스를 보여준다. 범죄자의 추악한 면을 드러내는 반전 연출이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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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브이		양우석·제피가루_2006_다음	만화속세상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v

서사툰_12세	이상_<아리동라스트카우보이>	드라마	외

● 김청기 감독의 만화영화 <로보트태권브이>의 이야기 구조를 바탕으로 조정사 훈이와 깡

통로보트 철이의 후일담을 다룬 웹툰. 소년시절 지구를 지킨 영웅 훈은 이제 나이가 들어 49

살의 무능한 과장이 됐다. 더 이상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 그러나 다시 지구는 위기를 

맞이하고 태권브이의 출동을 기다린다. 영화 <변호인>의 양우석 감독이 스토리를 담당했다. 

29.	핑크레이디		연우·서나_2006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2896	

로맨스툰_12세	이상_<핑크레이디클래식>	외_각종	캐릭터	상품	출시

● 남자주인공 현석은 그림 잘 그리는 미대생에 재즈바에서 일하는 바텐더다. 잘생겼지만 

순종적이다. 여자 주인공 겨울이는 핑크색 옷만 입고 다니는 국민 여동생급 큐티걸. 두 청춘 

남녀의 재회와 알콩달콩한 연애담을 그린 웹툰이다. 아름다운 엽서 일러스트 같은 화풍과 

감성적 대사가 사랑이 찾아오던 그 때의 알싸한 감흥을 불러내면서 많은 여성팬을 울린 작

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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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끼		윤태호_2006_다음	만화속세상(만끽)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ikki

스릴러툰_15세	이상_<미생>	외_영화	제작	외

● 코믹스계 대표 주자 중 한 명이었던 윤태호가 몇 차례의 부침 끝에 자신의 방식으로 그려

낸 스릴러 웹툰. 유료만화웹진 ‘만끽’에 연재되다 포털사이트로 자리를 옮겨 무료 연재되면

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주인공 류해국은 20년간 의절하고 지내왔던 아버지의 부고 소식

을 듣고 아버지가 지냈던 시골 마을에 간다. 그를 경계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의문을 품

고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어간다. 강우석 감독에 의해 영화화 됐고 대한민국 

만화대상을 수상했다. 

4. 다양한 장르와 취향을 종합한
   - 장르의 경연장에서 새로운 장르의 시험대로 

31.	와탕카		우주인(김석주·정필용)_2006_네이버만화(포커스)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15938&no=706&weekday=

sun

패러디툰_15세	이상_<하노백>	외

● 지하철을 중심으로 배포되던 무료신문 ‘포커스’에 연재되며 화제가 됐던 작품. 만세, 지화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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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뜻을 지닌 속어인 ‘와탕카’는 신문 개그만화의 문법을 따르고 있으나 인터넷 게재도 의

식한 구성을 취했다. 네이버로 연재 매체를 옮기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익숙한 인물이나 소재

를 비틀어 색다른 상황을 전개해 가는 방식의 에피소드가 주를 이룬다. 영화 주인공 바람의 

파이터를 바람 할머니, 옹박을 박옹 등으로 패러디하면서 당대의 사회적 이슈를 비틀었다. 

		

32.	마음의 소리		조석_2006_네이버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0853&page=2	

일상툰_12세	이상_<자율공상축구탐구만화>	외_디지털	캐릭터	상품	외

● 네이버만화를 대표하는 최장기 연재작(2014년4월 현 827화 연재)이자 최고 조회 수

(2012년 기준 13억 회)의 웹툰. 단행본도 60만권 이상 판매된 ‘웹툰 중의 웹툰’이다. 작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변 인물들을 캐릭터화해 등장시킨 일상툰의 성격을 지녔지만 핵폭탄

급 유머 센스를 발휘해 ‘일상판타지툰’으로 불리기도 한다. 작품에 나오는 명칭이 곧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33.	에스탄시아		팀풍경_2006_다음	만화속세상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estancia

SF툰_12세	이상_<수사전>	외_<에스탄시아>	미국	연재	외

● 팀풍경의 데뷔 웹툰. 범죄자들이 격리되어 살고 있는 근미래 사회의 자치구 사키아. 이들

은 ‘모든 것을 용서받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해방구 에스탄시아로 탈출하기 위해 

열차에 오른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형사 출신 조는 열차에서 수수께끼의 남자 케이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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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자들과 함께 에스탄시아로 향한다. SF 웹툰으로 미국의 Web comics nation에 영어로 

연재되기도 했다. 

34.	삼봉이발소		하일권_2006_네이버만화(파란닷컴)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459546	

서사툰_전연령_<목욕의	신>	외_연극	<삼봉이발소>	외

● 대학 재학 중 과제로 낸 작품을 포털사이트에 연재하며 단숨에 차세대 작가로 떠오른 하

일권의 데뷔작. 외모 콤플렉스를 지닌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주인공 삼봉의 이야기를 독특한 

상상력과 따스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했다는 평가

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연극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다. 

35.	호랭총각		강호진_2007_네이버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2897

패러디툰_전연령

● 호랭총각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으로 조선시대가 배경이다. 시리얼 한 그릇으로 허기를 

때우며 근근이 살아가던 호랭총각(1부)이 암행어사로 임명(6부) 되어 민심을 살피고 악인을 

벌하는 에피소드를 다양한 패러디 소재와 개그 감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엉뚱한 상상력으로 

펼쳐내는 상황 개그가 주를 이루지만 전래동화급 교훈과 감동을 담은 순한 웹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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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낢이 사는 이야기		낢(서나래)_2007_네이버만화(개인홈페이지)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2045

일상툰_전연령_<낢이	사는	이야기>	외_각종	캐릭터상품	출시

● 한영외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재학 중이던 2004년 미니홈피에 올린 만화일기가 주목 받

으면서 작가가 된 서나래의 일상 웹툰. ‘아침에 일어나면 열두시’ ‘내 방은 예전부터 쓰레기’ 

등 게으른 여대생인 자신의 일상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 얽힌 소소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여성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후 자신의 성숙도에 맞춰 사랑, 직장, 결혼 등에 대한 

생각을 전하고 있다. 

37.	노블레스		손제호·이광수_2007_네이버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5455

배틀툰_12세	이상_<어빌리티>	외_해외	수출	외

● <갓오브하이스쿨> <신의탑>과 함께 ‘신노블’로 불리는 네이버 3대 배틀웹툰. 중세 뱀파

이어 전설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귀족’이라고 불리는 초자연적 존재들을 소재로 한다. 흡

혈족인 노블레스 카디스 에트라마 디 라이제르(라이)가 820년 만에 깨어나 그의 집사 프랑

켄슈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고등학교에 학생으로 다니면서 13명의 유니온 장로들과 대립

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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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무림수사대		이충호_2007_다음	만화속세상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scat

무협툰_12세	이상_<무림수사대>	오디오	드라마_모바일	게임	외

● <마이러브> <까꿍>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코믹스계 만화의 스타 이충호의 웹툰 데뷔

작. 무림의 세계관이 존재하는 현대의 서울. 오대신군 중 황금성주 권가야, 신도문주 문정후

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마포경찰서 무림수사대 경장 모지후가 고참형사 백운과 함께 

사건 해결에 나선다. 스케일이 다른 서사와 무협액션이라는 차별적 소재, 화려한 연출과 채

색 등으로 격이 다른 웹툰으로 평가 받았다. 부천만화대상, 대한민국만화대상을 수상했다. 

	

39.	싸우자 귀신아		임인스_2007_네이버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3182

퇴마툰_15세	이상_<싸우자	귀신아>	외

● 귀신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17살의 퇴마사 박봉팔이 귀신 김현지와 함께 여러 귀신

에 얽힌 사건과 문제 해결 과정을 그린 퇴마 웹툰이다. 웃긴대학이라는 사이트에 개재되던 

작품이었으나 네이버만화에 입성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격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한 웃음과 함께 진한 감동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내기도 했다.

40.	퍼펙트게임		장이_2007_다음	만화속세상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perfect

스포츠툰_12세	이상_<퍼펙트게임>	외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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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살이 되어서야 전업만화가를 결심했던 작가가 사회인야구를 소재로 창작한 본격 웹

툰 데뷔작. 단 한 번의 출루 없이 27개의 아웃을 잡아 이기는 야구 시합을 일컫는 퍼펙트게

임. 완벽한 경기를 꿈꾸지만 완벽하지 않은 반쪽 선수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과 일상생활의 

애환을 함께 담아낸 작품. 31살 노총각 에이스 투수 오찬호를 중심으로 블루엔젤스팀원들

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5 만화저작권리산업을 재구축한
   - 웹툰 캐릭터를 중심으로 변화 된 가치사슬

41.	삼국전투기		최훈_2007_네이버	만화(일간스포츠)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2027	

패러디툰_15세	이상_<MLB카툰>	외

● ‘삼국지’와 ‘삼국지연의’를 혼성해 ‘삼류스타삼국지(36★397)’이라는 제목으로 일간스

포츠에 연재되다 네이버로 자리를 옮긴 웹툰. 여느 삼국지와 달리 여포와 조조의 수하에 있

던 장료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위나라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기동전사건담> <반지

의 제왕> <근육맨> <크래용신짱> <아스테릭스>에서부터 신구, 최민식, 초난강, 이소룡 등. 

수많은 작품의 등장인물을 ‘삼국지’의 인물로 패러디해 ‘오덕삼국지’라고도 불린다.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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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자기		호연(강효경)_2007_네이버	웹툰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2090

정보툰_전연령_<사금일기>	외

●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이 그린 도자기 소재의 웹툰. 도전만화가 코너에 게재되

다가 정식웹툰으로 연재됐다. 자신의 일상 속 에피소드에 한국 도자기를 하나씩 포함시켜 

소개하는 방식을 취한 작품이다. 분청사기, 청화백자 등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그릇에 일상

을 담아 잔잔하지만 강한 감동을 전달해 치유계 웹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43.	트레이스		고영훈(네스티캣)_2007_다음	만화속세상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trace

SF툰_12세	이상_드라마	각색	웹툰	<소녀K>	외

● 고교시절부터 백댄서로 활동하던 작가가 만화가로 전직을 결심한 후 그린 데뷔작. 2006

년 SICAF디지털만화대상 수상작으로 <도깨비> 연재 이후 공식 연재됐다. 트러블이라는 괴

물이 나타나 인간을 공격하자 초능력자 트레이스가 등장해 이에 맞선다. 선천적 트레이스인 

서강권,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윤성, 전직 킬러였던 모리노아 진 등이 인간을 말살하려는 

트러블들과 대립하는 한국형 액션히어로물이다. 

44.	정열맨		귀귀_2008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6309

패러디툰_15세	이상_<열혈초등학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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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유료웹진 만끽에 ‘해피엔딩’으로 데뷔. 2008년 커뮤니티 사이트 웃긴대학에 게

재한 ‘드라곤볼’이 인기를 끌면서 네이버 만화에 합류했다. 봉황신공을 쓰는 주작파와 해태

신공을 쓰는 해태파 간의 대립을 배경으로 홍익인간의 혈통을 지닌 절대내공의 소유자 김정

열이 등장한다. 무협액션과 학원개그가 황당하게 어우러진 예측불가의 작품. 병맛툰으로 분

류되기도 한다. 

45.	생활의 참견		김양수_2008_네이버	만화(페이퍼)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5613

일상툰_전연령_<아이소포스>(도가도	그림)	외_각종	캐릭터	상품	외	

● 잡지 ‘페이퍼’의 기자 출신인 작가가 ‘땜빵용’으로 그렸던 작품. 소소한 재미가 입소문을 

타면서 네이버에 합류했다. 자신이 경험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유명인들의 웃기는 실화를 

버무려내는가 하면 독자들의 사연을 받아 작화하기도 한다. 기자 시절 연재처를 찾던 강풀

이 작품을 들고 왔을 때 ‘자기 밥줄이 끊길까봐 원고를 슬쩍 구석에 숨겨놨다’는 에피소드가 

유명하다. 

46.	TLT		박성진·김정기_2008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5734

서사툰_15세	이상_<번개기동대	2009>(임성훈	그림)	외

● 카이스트 출신의 스토리작가이자 무협소설가(금시조)로 유명한 박성진과 극강의 데생력

과 드로잉쇼로 유명한 김정기 그리고 연세대 MBA 출신들이 자문과 감수를 담당한 웹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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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디지털경영학 이론 중 하나인 롱테일법칙에서 착안한 ‘긴꼬리 호랑이 태호의 출세

기’를 중심 서사로 인사와 M&A, 창업과 자산운용 등에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진다. 

47.	스쿨홀릭		신의철_2008_네이버	만화(개인홈페이지)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52946

학원툰_전연령_<내일은	웹툰>	외_각종	캐릭터	상품	출시

● 코믹스계 SF판타지만화의 신예작가에서 중학교 미술교사로 전직했던 작가가 교사생활 

중 틈틈이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그린 자신과 학생들의 이야기.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면

서 네이버 만화에 정식 연재됐다. 각종 사건사고 속에서 변화해 가는 신샒과 강적중학교 교

사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해가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48.	조이라이드		윤서인_2008_툰부리(야후카툰)

http://www.toonburi.com/cartoonist/조이	

시사툰_19세	이상_<일본박사	조이>	외_각종	디지털	캐릭터	상품	출시

● 야후!코리아 카툰세상의 서비스 담당자였던 작가가 직장인 신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서비스에 게재했던 작품. 작가의 분신인 조이가 사회문제나 현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

감없이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 시사웹툰이다. 전업 작가가 되면서 이런 생각은 좀 더 강해졌

고 작가의 ‘다른 생각’이 때때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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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새끼손가락		이익수_2008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6107	

서사툰_12세	이상_<아부쟁이>	외_<새끼손가락>	연극	외

●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던 어리버리 싸움꾼 용호는 결국 전과자가 된다. 출소 후 새출

발을 다짐하지만 생각과 달리 살인미수 전과자가 되어 버린다. 자기 때문에 식물인간이 됐던 

채빈이 깨어나자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닥쳐 있는 상황은 쉽지 않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용호의 감동서사가 뭉클한 작품이다.	

50.	와라!편의점		지강민_2008_네이버	만화(코코포넷)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6316

일상툰_전연령_<와라!편의점>	애니메이션,	게임	외_각종	캐릭터	상품	출시

● 루리웹 등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작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 

그린 일상툰. 네이버 만화에 합류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캐릭터웹툰 중 한편으로 발전했다. 

프렌드마트 태연점을 무대로 점장, 아르바이트생, 손님, 판매제품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전

개된다. 웹애니메이션이 제작된 후 TV시리즈 애니메이션, 모바일 게임이 제작됐고 ‘와라!~’

라는 타이틀을 단 캐릭터상품이 출시되기도 했다, 

51.	진진돌이 에볼루션		김기정·윤종문_2009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69296&weekday=fri

전쟁툰_전연령_<진진돌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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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년 첫 발표된 정운경의 전쟁만화 ‘진진돌이’를 리메이크 한 웹툰. 진돗개, 너구리, 불

곰 등 의인화된 주인공이 등장하는 만화로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한 ‘비인간 전투원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진행한 고전명작만화리메

이크공모사업 선정작으로 이벤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오랜 인기를 누리며 롱런한 작품이다. 

6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완성 된           생태계
   - ‘나도 만화가’, ‘도전만화’ 출신 웹투니스타의 등장

52.	나이트런(Night	Run)		김성민_2009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64997	

SF툰_12세	이상_<나이트런	파더스데이>_일본	네이버	웹툰	연재

● 우주력 430년 인간은 워프게이트를 통해 행성간 이동이 가능해져 별과 별을 오가는 시

대에 살고 있다. 어느 날 정체불명의 괴수가 등장, 인류는 멸종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성계에서 모인 초인들로 기사단이 꾸려지고 인류과학을 집대성한 검을 만

들어 괴수들에 맞선다. 베스트도전에 게재되다가 공식 연재된 작품으로 방대한 세계관과 탄

탄한 서사로 인기를 얻고 있다.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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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놓지마 정신줄		신태훈·나승훈_2009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81482

일상툰_TV시리즈	애니메이션	제작_각종	캐릭터	상품	출시

● 네이버 도전만화를 통해 공식연재에 합류한 웹툰. 어떤 일을 할 때 ‘정신 줄 놓지’ 말고 

똑바로 하라는 의미의 일상어를 모티브로 한 작품. 모든 등장인물의 머리꼭지에 손모양이 

있고 허공에서 내려 온 줄을 잡고 있다. 이 줄이 곧 ‘정신줄’이고 이걸 놓친 상황이 이 웹툰

의 웃음 포인트가 된다. 정신과 정주리 남매를 중심으로 집 안팎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로 

꾸며졌다.  

54.	연옥님이 보고 계셔		억수씨_2009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58219&weekday=thu

서사툰_<오늘의	낭만부>	외

● 다음 나도만화가 코너에서 독보적 인기를 누렸으나 정식연재는 네이버를 통해 이뤄졌다.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로 부모님의 연애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군 제대와 대학졸업까지의 인

생담을 그려냈다. 연재 초기에는 소소한 일상의 감동을 전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주인공 정수가 처한 ‘희망 없는 현실’을 그려내며 주목받았다. 

55.	흐드러지다		연제원_2009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72499	

시대툰_<제페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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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제국인 쥬신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시대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황제와 그 

권력을 빼앗으려는 황자의 대립을 중심으로 부모의 한을 풀기 위해 황제를 암살하려는 단향

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구중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쟁취를 위한 암투, 이를 강력하게 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빨간 빛깔을 강조한 연출로 호평받았다. 

56.	이말년 시리즈		이말년_2009_네이버만화(야후카툰세상)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103759

일상툰_<이말년서유기>	외_

● 커뮤니티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 루리웹 등에 게재했던 작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야후카

툰세상에 입성한 웹툰. 전통적인 서사구조나 웃음 유발 방식과는 다른데 ‘희한하게 재미있

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른바 ‘병맛코드’라는 문화적 트렌드를 주도하기도 했다. ‘불타는 

버스’ ‘두덕리 온라인’ 등의 에피소드가 유명하다. 야후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네이버에 동시 

연재됐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주도한 걸작이다. 

57.	도대체 왜?인구단		현용민_2009_풀빵닷컴(툰도시,	엔클린)

http://toon.pullbbang.com/webtoon/webtoonList.pull?category_detail_

code=449

패러디툰_<웃지	않는	개그반>

● 잡지만화, 신문만화, 무가지만화 등을 거치며 작품 활동을 해왔던 작가가 한 인터넷사이트

에 연재한 작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졌다. 80년대 인기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을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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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한 구성이지만 소재는 야구가 아닌 축구. 까치, 하니, 독고탁, 최강타 등 유명 만화 캐릭터를 

패러디한 여까치, 모하니, 독고턱, 최악타 등이 등장해서 ‘놀라운 외인구단’과 대결을 펼친다. 

58.	콘스탄쯔 이야기		김민정_2010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140444&weekday=mon	

서사툰_단편	애니메이션	<넌	혼자가	아냐>

● 카이스트 출신의 재원인 작가 김민정이 성폭행 피해자인 지민을 만나 이를 작품화하기 

위해 취재하는 과정을 그린 웹툰. 콘스탄쯔는 지민의 멘토이자 민정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실화에 기반 한 가상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한 후 페이크 다큐형식으로 구성해 성폭

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고발하는 한편,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

렸다. 웹툰 중간에 삽입한 애니메이션 연출도 작품에 대한 몰입을 증진시키는 요소가 됐다. 

59.	어쿠스틱라이프		난다(김민설)_2010_다음	만화속세상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acoustic

일상툰_<어쿠스틱라이프>	외_캐릭터상품	다수	출시

● 네이버 베스트도전을 통해 주목 받은 일상툰. 다음 만화속세상을 통해 정식 연재됐다. 여

느 일상툰처럼 작가적 상황 속에서 겪은 경험을 중심으로 하지만 작가가 아내, 주부, 며느리 

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막 그린 듯 엉성해 보이지만 세심한 표정 묘

사가 일품이다. 남편 한군과의 삶의 모습을 그리면서 ‘본격 결혼 권장 웹툰’이라 불리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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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상콘텐츠 산업의 스토리뱅크가 된           
			-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작품화 하는 웹툰작가	(60	~	70)

60.	여자만화구두		박윤영_2010_레진코믹스(네이트,	네이버	베스트도전)

http://www.lezhin.com/comic/her_lovely_heels

로맨스툰_<강변살다>	_드라마	<여자만화구두>	외

● 네이버 베스트도전으로 시작해 네이트에 정식 연재된 로맨스 웹툰. 첫사랑이 깨지고 난 

후 변변한 연애한번 못해보고 28살이 된 지후. 사랑이 두려운 지후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원칙 있는 바람둥이’ 오대리를 좋아한다. 이 상황에 다시 나타난 첫사랑과 오대리를 마음에 

두고 있는 정주임과의 갈등까지. 전형적 로맨스에 담긴 공감의 힘이 느껴지는 작품. 

61.	치즈 인 더 트랩		순끼_2010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186811	

로맨스툰_12세	이상_보이스웹툰	제작,	일본	네이버	연재_캐릭터	상품	다수	출시

● A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인 홍설은 2학년 때 군 제대 후 복학한 남자선배 유정과 처음 만

났다. 가정형편 상 휴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장학금을 받게 되어 학교에 남게 된 홍설. 

유정과 있었던 지난 1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1년이 과거-현재-과거를 오가며 전개된다. 

미스터리적 요소가 가미된 로맨틱 코미디물로 3년 연속 독자만화대상(2위, 2위, 3위)에 선

정되며 폭발적 인기를 과시했다.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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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의 탑		시우(이종휘)_2010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183559&weekday=mon

배틀툰_12세	이상

● 스물다섯 번째 밤이라는 이름을 지닌 소년은 어두운 세상에서 함께 지내던 소녀 라헬을 

찾아 탑에 들어간다. 라헬은 탑에 올라 바깥세상으로 나가려고 했고 소년은 ‘자신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는 소녀를 찾아 맹목적으로 탑에 들어가 각 층마다 등장하는 무리들과 대결

을 펼친다. 네이버 만화의 3대 배틀물 중 하나로 꼽히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해외에서

의 반응도 뜨거워서 10여 개 언어로 번역됐다. 그러나 일어본 외에는 모두 무단번역본이다. 

63.	흰둥이		윤필_2010_다음	만화속세상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whitedog	

서사툰_전연령_<검둥이	이야기>_각종	캐릭터	상품	외

● 비주류만화계의 스타 이경석의 어시스트로 있던 작가가 루리웹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한 <야옹이와 흰둥이>에 이어 다음 만화속세상에 공식 연재한 웹툰. 애완견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함께 사는 반려견의 모습을 그렸다.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극빈층 

가정의 생계문제와 노동문제를 담아내 호평 받았다. 

64.	전설의 주먹		이종규_이윤균_2010_다음	만화속세상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legendpunch

서사툰_15세	이상_<글로리힐>	외_영화	<전설의	주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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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규는 학창시절 짱이었지만 지금은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고 있다. 딸이 벌인 

폭행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진 덕규는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격투 프로그램에 출

연한다. PD는 흥행을 위해 덕규와 친했던 친구와의 싸움을 주선하고 이 과정에서 그 시절 

친구들 간에 묻어뒀던 과거가 파헤쳐진다. 미디어의 폭력성과 폭력에 대한 대중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 작품. 

65.	들어는 보았나! 질풍기획		몰락인생(이현민)_2010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56855&weekday=thu	

열혈툰_12세	이상_<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외_일본	네이버	연재

● 광고 회사에 근무하던 작가가 직장경험을 살려 그린 웹툰. 네이버 도전만화에 게재했다

가 단 5화만에 공식 연재작이 됐다. 질풍기획이라는 광고 대행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허

세작렬 코미디가 숨 돌릴 틈 없이 펼쳐진다. 일본 소년만화에서 볼 수 있는 열혈코드와 한국 

웹툰과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낸 병맛코드를 절묘하게 융합한 걸작이다. 

66.	패밀리 맨		정필원_2010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76759

가족툰_전연령_<마음이	만든	것>	외	

● 강호는 아내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아들, TV만화 주인공 구구맨을 좋아하는 딸을 둔 가

장이다. 일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강호는 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입고 직장마저 잃게 

된다. 가족 앞에 설 자신이 없게 된 강호는 구구맨 가면과 복장을 하고 위기에 빠진 가족 앞

에 나타난다. 가슴 뭉클한 정통 가족 드라마로 오늘의 우리만화상 수상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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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신과 함께		주호민_2010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119877&weekday=thu

서사툰_12세	이상_<무한동력>	외_일본	리메이크	만화	연재	외

● <짬>과 <무한동력>으로 주목받았던 작가가 한국의 신화와 무속신앙 등을 현대적으로 재

해석 해 그린 웹툰. 저승편, 이승편, 신화편으로 구성됐다. 지극히 평범하게 살다가 39살에 

합병증으로 사망한 김자홍이 염라국의 국선변호사 진기한의 도움으로 저승 관문을 통과하

는 과정을 그린 ‘저승편’이 유명하다. 독자만화대상, 부천만화대상, 대한민국만화대상을 휩

쓸며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68.	은밀하게 위대하게		Hun(최종훈)_2010_다음	만화속세상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covertness

서사툰_12세	이상_<은밀하게	위대하게2>_영화	외

● 코믹스계의 신예에서 웹툰계의 멀티 스토리텔러로 등극한 작가가 그린 웹툰. 북한의 초

특급 엘리트 간첩 원류환이 ‘달동네 바보’로 남파되면서 벌어지는 코믹라이프와 또 다른 북

파간첩단과의 갈등을 그려낸 첩보액션물.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에서 만화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 청춘스타 김수현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어 7백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웹툰 미디어

믹스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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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움비처럼		권혁주_2011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332797

일상툰_전연령_<그린스마일>	_각종	캐릭터	상품	외

● 아기 하프물범 움비와 북극곰 에코를 중심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작가의 두 

번째 웹툰이다. 환경이라는 테마에 구애받지 않고 움비와 에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회에 

여러 개의 4컷 만화를 연결해서 구성하는 형식을 취했다. 특히 국내외 시에서 가려 뽑은 명

구를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구성해 잔잔한 웃음과 함께 깊은 여운을 전달했다. 

70.	패션왕		기안84(김희민)_2011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325629&weekday=thu

학원툰_12세	이상_<노병가>

● 야후코리아 카툰세상에서 데뷔한 작가가 네이버 만화로 자리를 옮기며 발표한 웹툰. 멋

있어지고 싶은 고교생들의 패션 대결과 허세, 사랑과 방황을 그려내면서 네티즌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학원물의 영원한 테마인 ‘성장’에 집중한 작품. 케이블방송사 Mnet이 주최

하는 20’s Choice(2012년) 시상식에서 Click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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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색다른 소재와 세분화된 독자층으로 
    2차 전성기 이끈 웹툰 
    - 과학적 편성정책으로 극대화 된 웹툰 이용자층

71.	살인자ㅇ난감		꼬마비·노마비_2011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186812

미스터리툰_19세	이상_<미결>	외

● 디씨인사이드 카툰연재갤러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작가의 공식 웹툰 데뷔작. 일상툰 같

은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4컷 만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높은 흡입력과 긴장을 제공하

는 범죄스릴러물. 우발적 사건으로 살인자가 된 이탕과 그를 쫓는 장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 만화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72.	드레스코드		천계영_2011_다음	만화속세상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Dresscode#1	

정보툰_<예쁜남자>	외

● 순정만화계의 ‘천재’로 불렸던 작가의 웹툰 데뷔작. 드라마성이 강했던 잡지만화에서와 

달리 ‘옷 잘 입는 법’에 대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의 작품. 비례, 칼라, 소재부터 가격

과 코디 팁까지, 작가 자신을 캐릭터화한 인물을 중심으로 옷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상식을 제시하면서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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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이어터		네온비(이주희)·캐러멜(오현동)_2011_다음	만화속세상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dieter

일상툰_12세	이상_<결혼해도	똑	같네>	

● 작가와 어시스트로 만나 따로 또 같이 작업을 하던 두 사람의 합작품. 고도비만으로 건강

에 위협을 받고 있는 25세 은행원 신수지의 다이어트 일기가 주 내용이다. 두 작가가 식이요

법과 운동을 병행하며 한 다이어트 방법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수요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전 작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고 두 사람은 작품 연재 중 

결혼했다. 

74.	인터뷰		루드비코(김석현)_2011_다음	만화속세상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interview	

미스터리툰_15세	이상_<루드비코의	만화일기>

● 강렬한 표정묘사, 격하게 이동하는 컷의 구도, 차별적인 선화와 채색 등 필명만큼이나 낯

선 작가가 발표한 두 번째 웹툰. 12화에 불과한 짧은 작품이지만 소설가와 기자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소설과 현실의 부조리가 긴박감 넘치게 전개된다. ‘가장 신선’한 작품을 하고 싶었

다던 작가의 의도가 선명하게 부상한 작품으로 언론과 평단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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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갓 오브 하이스쿨		박용제_2011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318995

배틀툰_12세	이상_<쎈놈>

● 학원 배틀 웹툰의 최강자로 손꼽히는 작가의 차기작. 우승하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격투

기 대회에 소원을 지닌 고교생들이 참가해 끝없이 계속되는 스테이지 액션 게임을 펼친다. 

‘소원을 향해 질주하는’ 소년들의 승부와 화려한 액션에 집중한 작품. 전 세계적으로 팬층이 

형성되어 있는 네이버 3대 배틀물 중 하나로 액션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초능력 배틀물로 성

장 중이다.

76.	이런 영웅은 싫어		삼촌_2011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400742	

패러디툰_12세	이상

● 네이버 베스트도전에 연재됐던 작품으로 팬층의 지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공식 연재됐다. 초능력을 지니고 있는 고교생 나가는 봉사활동 3천 시간을 채우면 특별전형

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꼬임에 빠져 국가 공무원 히어로 회사인 ‘SPOON’의 일원이 되어 

사람들을 돕는다. 전통적인 히어로물의 테마와 플롯을 패러디한 작품.

77.	오렌지 마말레이드		석우_2011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93520		

로맨스툰_12세	이상_보이스	웹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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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년 전 뱀파이어와 인간은 평화협정을 맺고 공존하며 살고 있다. 돼지의 피를 먹으며 

사는 뱀파이어는 원래의 종족성이 사라졌지만 인간은 여전히 뱀파이어를 경계하고 배척한

다. 인간들의 편견과 따돌림이 싫어서 뱀파이어임을 숨기고 살고 있는 여고생 백마리가 인

기 남학생 정재민과 벌이는 판타지 로맨스. 

78.	도사랜드		이원식·두엽_2011_다음	만화속세상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taoistland	

퇴마툰_12세	이상

● 네이버 도전만화에서 활동하다 다음 만화속세상에 입성했다. 주인공 김용운은 군대를 나

오고 전문대를 졸업했지만 취업이 어려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불도깨비와 싸우고 

있는 도사를 만난다. 용운의 소질을 알아챈 도사는 수련을 통해 용운을 퇴마사로 키운다. 대

한민국 콘텐츠대상에서 만화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독자와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79.	닥터 프로스트		이종범_2011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93523&weekday=wed

서사툰_12세	이상_보이스	웹툰	제작

● 연세대 심리학과 출신인 작가가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학 전공자의 자문을 받아 그리고 

있는 심리상담 소재 웹툰. 천재 심리학자 닥터  프로스트는 젊은 나이에 교수로 임용되지만 

다른 교수들의 텃새로 한직인 학생 상담소로 밀려난다. 인간성이 결여된 프로스트와 인간적

인 조교 윤성아는 이 곳에서 내담자들의 에피소드를 상담 서사로 이어간다. 대한민국 콘텐

츠 대상에서 만화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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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통적인 만화장르를 품에 안은
   - 코믹스스타의 귀환, 종합만화플랫폼이 된 웹툰

80.	리버스		임달영·이수현_2011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360613	

판타지툰_19세	이상

● 가장 성공한 ‘덕후’ 중 1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임달영과 이수현 콤비의 합작품. 일상적 

세계를 중심으로 비일상적 세계관이 전개되는 전기물(傳奇物)의 형식에 액션활극 그리고 

특유의 화풍을 더한 ‘아트림미디어 스타일’의 작품이다. 해외 출장이 잦은 어머니 대신 남동

생 영민을 보살피고 있는 누나 채영. 영민을 구하기 위해 채영은 최강의 리버스가 되어 데스

게임에 나선다. 

	

81.	역전! 야매요리		정다정_2011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409630

요리툰_12세	이상

● 요리 블로거로 활동하던 작가의 웹툰 데뷔작. 블로그에서는 요리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자막을 넣어 코믹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웹툰으로 연재되면서부터는 거북 등껍질

을 지닌 토끼 모양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요리 관련 에피소드를 전개하는 방식을 취했다. 제

대로 된 요리 레시피라고 볼 수 없지만(?) 실생활 활용도가 높아서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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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더 파이브		정연식_2011_다음	만화속세상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thefive	

스릴러툰_15세	이상_영화	제작

● 영화감독을 꿈꿨던 CF감독 출신의 신문연재만화가였던 작가가 영화제작을 위해 쓴 시나

리오를 바탕으로 연재 한 웹툰이다. 연쇄살인마에게 남편과 딸을 잃고 자신도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된 주인공 고은아의 복수극. 탄탄한 시나리오와 연출이 주목 받으면서 대한민국콘텐

츠어워드에서 만화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후 작가가 직접 감독을 맡은 영화가 제작됐다.  

83.	본초비담		정철_2011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375703&weekday=tue

서사툰_12세	이상_각종	캐릭터	상품	출시

● 비주류 성향의 작품 활동에 매진해왔던 작가의 본격 창작 웹툰. 사냥꾼과 호랑이를 중심

으로 약초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작화는 수채화 물감을 활용해서 전면 수작

업으로 진행했다. 간단치 않은 소재에 간단치 않은 작화 방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반적

인 웹툰의 대중적 인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독자층의 충성도는 여느 웹툰에 비해 높다. 

84.	내 어린 고양이와 늙은 개		초(정솔)_2011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316912	

일상툰_전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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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게시판, 도전만화, 베스트도전을 거쳐 네이버 만화에 공식연재 되는 과정을 순

서대로 거친 웹툰. 작가가 키우고 있는 어린 고양이 순대와 부모님 댁에 있는 나이든 개 낭

낙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에피소드와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치유계 

웹툰의 본좌’라 불릴 정도. 사람의 시점이 아니라 동물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하기도 한다. 

85.	창백한 말		추혜연_2011_다음	만화속세상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palehorse	

순정툰_13세	이상_소설판	발행

● 대학 재학 중인 작가가 나도만화가에 올렸다가 팬들의 지지를 받으며 공식 연재된 작품. 

19세기 프랑스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마녀와 사냥꾼에 관한 이야기. 12살 소녀 로

즈와 동갑내기 양치기 소년 페터의 풋사랑으로 시작된 작품은 로즈가 마녀로 각성하면서 호

러 판타지로 전개된다. ‘한 컷, 한 컷이 일러스트’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높은 작화 퀄리티와 

전개로 강력한 팬덤을 이끌어 냈다. 소설가 민소영에 의해 판타지 소설이 발행됐다.  

86.	PEAK		홍성수·임강혁_2011_다음	만화속세상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peak

서사툰_12세	이상_<슈퍼우먼>	외	

● 홍성수의 대한민국 창작만화공모전 스토리 부문 당선작(<Rock N Go!>)를 원안으로 <품

에> 등의 작품으로 주목받은 임강혁이 작화를 맡았다. 대학 산악부원 11명이 기상 악화로 

조난, 7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창설된 북한산 산악구조대. 구조대에 차출된 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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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산악구조액션. 

87.	독고		meen·백승훈_2012_스포츠투데이

http://stoo.asiae.co.kr/cartoon/ctlist.htm?sc3=84

배틀툰_15세	이상

● 포털사이트가 아닌 인터넷 스포츠신문에 연재되며 SNS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인기를 

얻은 작품. 왕따를 당하던 형의 죽음으로 한 가정이 파괴되고 이에 분노한 쌍둥이 동생 강혁

이  형 강후로 위장해 태산고에 잠입해서 선보이는 복수극. 일반적인 배틀 액션물이 타격기

에 집중한 것과 달리 상대를 일격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관절기에 집중하면서 1대 다수의 

싸움에 리얼리티를 더했다. 

88.	선천적 얼간이들		가스파드_2012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478261&weekday=thu	

일상툰_15세	이상

● 베스트도전에 게재했던 예비군 에피소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정식 연재 웹

툰으로 합류했다. 그래피티 스타일의 작화와 의인화 된 캐리터를 중심으로 실제 있었던 황

당한 사건을 소재로 한다는 것도 이 작품의 미덕이다. ‘판타지 같은 일상만화’로 불리면서 

20~30대 남성의 공감 코드를 절묘하게 짚어냈다. 



58

web t o o n

89.	돌아온 럭키짱		김성모_2012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449854&weekday=wed

배틀툰_12세	이상_<롤짱>	외

● 코믹스계 잡지와 대본계 성인극화, 신문연재만화를 거친 작가의 웹툰 입성작. 작가의 출

세작 중 하나인 <럭키짱>을 리메이크 한 작품이다. 문제 학생 강건마와 그의 동문들이 펼치

는 학원 평정기. 극도로 진지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허세와 비현실적인 언어유희 등으로 인

터넷 짤방 스타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90.	죽음에 관하여		시니·혀노_2012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500942

서사툰_15세	이상_<네가	없는	세상>

● 유머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게재됐다가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네이버 만화에 합

류했다. 신이 저승에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설정으로 ‘삶에 찌든 사람들의 마음을 정

화시켜주는 매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세는 컬러, 저승은 흑백으로 표현했다. 다

수의 에피소드에서 독자가 상황을 오인하도록 하는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반전의 충격을 강

화시키는 ‘서술트릭’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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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계로 가는 웹툰, 세계의 만화
     - 기술융합형 웹툰, 제3지대 웹툰서비스 등 더 커진 웹툰

91.	옥수역 귀신		호랑_2012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350217&no=5&weekday=tue	

공포툰_15세	이상_<갑동이>	외

● 네이버 만화에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들이 여름 특집으로 꾸민 공포 웹툰 시리즈 중 한 

편. 옥수역에서 투신자살 한 남성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 작품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동

적인 구성으로 연출된 장면이 등장해 독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해외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 작품을 친구에게 보여주고 깜짝 놀라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올리는 놀이

가 유행했다. 네이버는 특별히 영문판을 제작해서 게재했다. 

92.	기사도		환쟁이_2012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471181	

스릴러툰_15세	이상

● 베스트도전을 거쳐 네이버 만화에 합류한 스릴러. 택배원을 가장한 빈집털이범 윤시후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도둑질을 하던 중 살인사건을 목격한다.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지만 용

의자로 쫓기게 되고 자신이 도둑질 한 물건까지 가지고 도망가는 진짜 살인범 용의자를 추적

한다. 작품의 주요 컷에 효과음악을 넣어 속도감과 함께 극적 긴장을 강화하는데 성공했다.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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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인간의 숲		황준호_2012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478249	

공포툰_15세	이상

● 한 기관에서 강력범죄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대상은 서류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형수들. 정신병원을 개조한 폐쇄시설에서 연구원들은 사형수들에게 하나씩 살

해되고 사형수들은 탈출 대신 서로를 죽이기 위한 살인게임을 전개한다. 전작 <악연>에서 사

이코패스를 소재로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전개했던 작가가 그린 또 하나의 사이코패스물. 

94.	아만자		김보통_2013_올레마켓	웹툰

http://m.webtoon.olleh.com/main/times_list.kt?webtoonSeq=34

일상툰_12세	이상

● 20대 나이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청년의 투병 일기. 제목 ‘아만자’는 암환자를 소리 나

는 대로 쓴 것이다. 항암치료와 함께 자신이 가졌던 것을 하나둘씩 버리거나 떠나보내야 하

는 주인공은 ‘헛 살았다는 느낌만 가득한 삶이 기다릴지라도 살고 싶다’는 열망을 읊조린다. 

하지만 그가 꿈속에서 헤매는 숲은 점점 사막화 되어가고 그의 현실은 더욱 고되어 간다. 

95.	미슐랭 스타		김송_2013_네이트	만화

http://comics.nate.com/webtoon/list.php?btno=48736	

요리툰_전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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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유명 식당을 대상으로 별점을 평가하는 ‘미슐랭 가이드’. 별 세 개를 받는 것은 

요리사나 식당의 최고 영예이다.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레스토랑을 맡게 된 박은비, 런던에

서 별 세 개짜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다 한국에 온 류태환. 국내 최초의 미슐랭스타 레스토랑

을 꿈꾸는 두 사람의 열정과 아름다운 요리 뒤에 감춰진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늘의 우리만

화 선정작. 

96.	결혼해도 똑같네		네온비_2013_다음	만화속세상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afterwedding

일상툰_전연령_<나쁜상사>	외

● 만화가와 어시스트 관계에서 만화가와 만화가 관계가 됐다가 결국 결혼에 골인한 네온

비, 캐러멜 작가의 신혼 생활 일기이다. 아내가 된 네온비 작가의 시선으로 그려졌다. 결혼

해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작가적 안도감(?)과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여성의 기대감(?) 그

리고 신혼의 즐거움이 듬뿍 담겨있다. 

		

97.	연봉신		미티_2013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571278	

브랜드툰_전연령_<고삼이	집나갔다>

● 기업 광고와 홍보 목적으로 연재되고 있는 웹툰. 일명 브랜드툰이라고 불린다. 해당 기업

에 합격한 주인공 연봉신의 파란만장한 신입사원 적응기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기가 펼쳐진

다. 일반적인 홍보만화가 기업이나 제품소개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유쾌한 웃음과 성공스토

리를 그려가고 있어서 언론과 대중의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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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복사골 여고 연극부		전진석·오은지_2013_네이트	만화

http://comics.nate.com/webtoon/list.php?btno=53793	

성장툰_12세_<꿈,	날개를	달다>(전진석)	<거상	김만덕>(오은지)	외

●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 연극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녀들의 성장스토리. 입시에 도움 

될 일 없는 연극부를 없애려는 어른들과 그 곳에서 나름의 내일을 찾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

기가 4컷 만화 형식으로 전개된다. 연기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롤모델로 실제 현장에서 활동

하는 이들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99.	최강전설 강해효		최병열_2013_네이버	만화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570506	

배틀툰_15세	이상_<제주도>	

● 코믹스계 학원액션물로 일가를 이뤘던 작가의 웹툰 입성작. 주인공 강해효는 급우들로부

터 괴롭힘을 당하는 심약한 학생이다. 교육당국은 학교 내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전국의 일

진과 문제아들을 외딴 곳에 설립한 기숙학교로 불러 모은다. 전교생이 일진인 학교에서 강

해효는 도망치려 하지만 자신이 기억상실에 빠진 싸움왕이었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고 그들

과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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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잉어왕		피터몬_2013_네이버	만화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petermon	

일상툰_15세	이상_<고구마의	그림일기>

● 커뮤니티 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작가의 다음 만화속세상 입성작. 

몇 해 전부터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와 블로그에 자유롭게 올렸던 30대 직장인 이야기가 잉

어왕의 시초이다. 인기 없는 남자의 대명사인 잉어와 붕어의 회사 생활 그리고 혼자 사는 독

신생활이 ‘타산지석’형 개그와 함께 펼쳐진다. 

글-박석환(Park,	Seok-Hwan)

만화평론가,	한국영상대학교(Korea	University	of	Media	Arts)	교수

작품선정-김정영-박인하-박석환-이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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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툰 이전의 웹툰(1999 ~ 2002)
					-	웹만화,	웹애니메이션에	담은	일상과	감성	(1	~	9)

●	정부의	정보화정책으로	인터넷PC와	초고속통신망이	빠르게	보급됐다.	벤처창업	붐이	

일면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디지털화도	빨라졌다.	컴퓨터	그래픽에	익숙했던	디자이너나	

그래픽아티스트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시작했고	이들은	자신의	일상을	간단한	그림과	함께	

개인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는	만화일기,	감성툰,	만화에세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

을	얻었다.	

2 포털사이트의 히든 콘텐츠가 된 웹툰(2003 ~ 2005)   
-	미디어다음의	등장,	포털웹툰	삼국지가	낳은	‘웹툰3신’	(10	~	21)

●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만화속세상’이라는	코너를	만들었다.	시

사만화,	생활만화,	패러디만화	같은	성격의	신작	만화와	함께	서사성을	강화한	작품이	연재

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를	통칭	웹툰이라	했고	포털사이트	야후,	파란,	엠파스가	동일

한	서비스를	오픈했다.	긍정적	경쟁효과가	발생하면서	‘웹툰	붐’이	조성됐다.

만화와 웹툰은 미디어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거울처럼 반영

되어 웹툰에 나타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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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털의 네트워크 효과가 만들어낸 웹툰플랫폼   
   (2005 ~ 2006)
			-	네이버만화의	변신,	급격하게	확산된	웹툰	이용자	(22	~	30)
●	국내	최대	사용자와	접속률을	지니고	있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도	기존에	운영하던	만화섹

션을	웹툰	중심으로	개편했다.	네이버의	참여로	웹툰작가의	신규	유입이	늘어났고	웹툰	이

용자도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됐다.	웹툰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대중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

화계를	비롯한	문화산업	전반에서	웹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4 다양한 장르와 취향을 종합한 웹툰(2006 ~ 2007)
			-	장르의	경연장에서	새로운	장르의	시험대로	(31	~	40)
●	웹툰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만화를	대표하면서	서사툰,	일상툰이라는	세분화된	갈래가	

형성됐다.	출판만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기성작가의	참여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작가군

이	늘어나면서	웹툰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장르의	경연장이자	시험대가	됐다.	여러	작가들

을	통해	세로	스크롤을	중심으로	한	연출과	묘사법이	시도	되면서	스포츠,	액션,	퇴마	등	색

다른	장르가	등장했다.		



68

web t o o n

5 만화저작권리산업을 재구축한 웹툰(2007 ~ 2009)
			-	웹툰	캐릭터를	중심으로	변화	된	가치사슬	(41	~	51)

●	웹툰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웹툰을	활용한	다채로운	상품	개발이	전개됐

다.	연재분을	모은	단행본	출판을	시작으로	유료	콘텐츠와	전자책,	각종	캐릭터	상품과	디지

털아이템	등이	출시됐다.	웹툰	캐릭터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	모바일	게임	제작	

등도	일반화	되면서	웹툰	작품	한편이	하나의	콘텐츠	플랫폼이	되고	있다.	

6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완성 된 웹툰생태계
   (2009 ~ 2010) 
	-	‘나도	만화가’,	‘도전만화’	출신	웹투니스타의	등장	(52	~	59)

●	포털웹툰의	성장에는	포털이	자체	구축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	나도만

화가,	도전만화/베스트도전으로	불리는	이	공간은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	발표장이다.	포

털이	이곳에	등록된	작품	중에서	공식	연재작을	선정하면서	웹툰	작가	데뷔시스템	또는	작

품	선별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됐다.	이는	곧	지속가능한	신작	공급망	역할을	했고	웹툰생태계

의	밑받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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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상콘텐츠 산업의 스토리뱅크가 된 웹툰
   (2010 ~ 2011)
			-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작품화	하는	웹툰작가	(60	~	70)

●	스토리콘텐츠	분야	중	가장	폭발적인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는	웹툰은	영화,	드라마,	애니

메이션	등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웹툰은	다른	스토리	분야에	비해	독립적이고	저비용	구조	

안에서	작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웹툰	기획	개발	단계부터	이를	고려하는	경

우가	일반화	되고	있다.	대중의	1차	검증을	받은	아이템이라는	것도	장점이다.	

8 색다른 소재와 세분화된 독자층으로 2차 전성기
   이끈 웹툰(2011 ~ 2011)  
			-	과학적	편성정책으로	극대화	된	웹툰	이용자층	(71	~	79)

●	포털웹툰은	일반적으로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방문자나	웹툰	

이용자	현황에	기초하여	성별,	연령,	직업	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식	연재	작품을	

선정하고	연재	요일을	편성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작품의	소재나	성격,	작가의	성향과	

표현	범위	등에	따라	구독	연령층을	지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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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통적인 만화장르를 품에 안은 웹툰(2011 ~ 2012)
			-	코믹스스타의	귀환,	종합만화플랫폼이	된	웹툰	(80	~	90)

●	포털웹툰은	이용층의	다양화와	함께	소재와	장르의	다양성을	강화해갔다.	이에	따라	웹

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던	이용층과	작가진의	참여가	이뤄졌고	웹툰에서는	제한

적이라	여겨졌던	소재나	창작	방식,	연출법	등	다양한	만화장르가	총	집결하게	됐다.	포털웹

툰	플랫폼은	이제	웹툰만이	아닌	한국만화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플랫폼이	됐다.			

10 세계로 가는 웹툰, 세계의 만화 웹툰(2012 ~ 2013)
			-	기술융합형	웹툰,	제3지대	웹툰서비스	등	더	커진	웹툰	(91	~	100)

●	한국말을	담은	드라마나	K팝과	달리	웹툰은	한국어를	담은	유일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이다.	해외	여러나라의	이용자들이	웹툰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학습커뮤니티를	중심으

로	한	번역커뮤니티가	형성되며	웹툰의	해외	유통이	확산됐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웹툰

의	공식	수출본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무빙툰	형식을	취한	멀티미디어	웹툰,	포털을	벗어

난	독립형	웹툰	서비스	등도	등장하면서	웹툰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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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은	공감의	콘텐츠다.	초기	홈페이지에	일상적이고	감성적	이야기를	연재했던	

1세대	웹툰부터	독자와의	공감을	통해	조금씩	정착되기	시작했다.	포털	웹툰	플랫폼에	연재

되는	웹툰도	독자와	소통과	공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댓글과	별점,	UCC	게시판을	통

한	신인	작가	발굴과	같은	포털	사이트	웹툰의	운영	방식도	독자와	소통과	공감을	효과적으

로	끌어낸다.	

웹툰의	장르는	초기	우스개	만화와	감성만화로	시작했다.	웃음의	힘은	꾸준히	확대되었고,	

감성만화는	짧은	감성에서	긴	이야기로	정착되었다.	이후	웹툰이	안정화되며	다양한	장르

로	확산되었다.	이번	‘웹툰의	힘’에서는	공감을	무기로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는	웹툰의	경향

을	살펴본다.	초기	웹툰은	웃음,	공감,	감성장르를	통해	독자와	공간의	폭을	넓혀갔다.	이후	

액션,	스릴러,	판타지의	3대	장르를	중심으로	웹툰이	확산되었다.	액션	장르의	경우	90년대	

소년만화의	인기	장르였던	격투물을	새롭게	해석했으며,	스릴러의	경우	‘스크롤’과	‘기술’이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화제가	되었다.	판타지	역시	‘검과	마법’의	전통	판타지만이	아니라	광

의의	판타지로	여러	장르와	결합하며	웹툰의	새로운	경향을	선보였다.

공감을 무기로 다양한 장르로 확산하는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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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의 힘

	 독자와	공감은	가벼운	우스개	장르를	통해	시작되었다.	우스개	만화(코믹만화	혹

은	개그만화)는	가장	오래된	장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랑만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60-80년대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명랑만화는	잡지-단행본	만화가	정착되고	일본만

화가	수입되던	90년대	들어	급격히	쇠퇴했다.	이후	한두	작가에	의해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

던	명랑만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웹툰을	통해서다.	

웹툰은	‘일상툰’이라는	이름으로	명랑만화의	인기	비결이었던	‘일상의	웃음’을	복원했다.	웹

툰에서	작가들이	자신의	일상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	이전,	한국만화에서는	작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몇몇	스타	작가분들이	잡지나	방송에	출연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로	

만화를	그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웹툰	작가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냈고,	이	일상의	리얼

리티는	독자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권윤주	작가의	<스노우캣>이나	홍윤표	작가의	<천하무적	홍대리>,	그리고	정철연	작가의	<

마린블루스>처럼	초창기	웹툰은	일상에서	발견한	우스개로	독자와	소통했다.	이후	일상툰

은	한	발은	전문적	영역에,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은	캐릭터의	구축에	투자해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다.	주로	전문적	영역에	뿌리를	내린	웹툰은	지강민	작가의	<와라!	편의점>,	이

현민	작가의	<들어는	보았나	질풍기획>,	네온비와	캐러멜	작가의	<다이어터>	같은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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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편의점,	기획회사	그리고	체육관이라는	일상적이지만	겉으로만	보고	말았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전문적	영역에	뿌리를	내린	

우스개	웹툰은	일상	보다는	전문	분야에서	발견한	리얼리티를	통해	웃음을	만들어냈다.	

캐릭터	구축을	통해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웹툰은	<엽기토끼	마시마로>(김재인,	웹툰과	플

래시	애니메이션	사이에	논란이	많지만),	수많은	인터넷	신조어들을	만들어낸	<폐인의	세계

>(김풍),	현란한	언어	유희가	돋보인	<쾌변만화	알타리	써비스>(메가쇼킹)처럼	‘엽기’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낸	초기	우스개	웹툰에서,	<트라우마>(곽백수),	<츄리닝>(이상신,	국중록),	

<노크필수>(양갱),	<입시명문정글고등학교>(김규삼),	<마음의	소리>(조석),	<정열맨>(귀귀),	

<생활의	참견>(김양수),	<이말년	시리즈>(이말년),	<놓지마	정신줄>(신태훈,	나승훈),	<선천

적	얼간이들>(가스파드),	<이런	영웅은	싫어>(삼촌)	등과	같은	캐릭터형	웹툰으로	발전했다.	

 감성의 힘

	 2003년	3월	4일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은	‘우리가	움직이는	세상’

이라는	슬로건으로	‘미디어다음’	서비스를	시작한다.	미디어다음	서비스에는	시사만평을	

소개하는	‘만화	속	세상’이	있었다.	초기	시사만평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작한	‘만화	속	세

상’은	1세대	웹툰의	성공을	눈여겨보고	작품을	섭외하기	시작한다.	‘만화	속	세상’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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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되기	이전부터	다음의	영화섹션에서	웹툰을	연재하던	강풀이	<순정만화>로	합류한	것은	

2003년	10월	24일.	

강풀	작가의	<순정만화>는	1세대	웹툰처럼	소소하고	일상적	감성만화가	아니라	스크롤을	

이용해	길게	이어진	서사만화였으며,	동시에	감상적인	로맨스	만화였다.	기존	이야기	만화

의	가장	핵심적	연출	원칙인	‘페이지’와	‘칸’을	버리고	세로로	길게	이야기를	끌어간	<순정

만화>가	크게	히트하자	‘만화	속	세상’에	연재되는	웹툰이	점차	늘어났고,	다음의	성공은	타	

포털들도	웹툰	서비스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감성웹툰은	웹툰	정착	초기부터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장르였다.	대표적인	작품

이	포털	사이트	다음의	까페에	연재해	큰	인기를	모은	심승현	작가의	<파페포포	메모리즈

>(2000)이다.	<순정만화>	이후	웹툰은	감성	혹은	사랑을	세로로	스크롤되는	화면에	담아내

기	시작했다.	2005년	작품인	토마	작가의	<남자친9>는	색다른	감성을	선보이며	여성	독자

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같은	해	강도하	작가는	<위대한	캣츠비>를	선보였다.	<위대한	

캣츠비>는	사랑과	배신으로	점철된	멜로드라마의	구조를	가져와	어느	누구도	욕할	수	없는	

남녀의	관계를	보여준다.	치밀한	현장	취재를	통해	찾아낸	공간과	치밀하게	배치된	인물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강도하	스타일’의	로맨스로	받아들여졌고,	많은	독자들

은	이	만화에	열광했다.	이후	<위대한	캣츠비>는	작가	스스로	청춘	연애물	3부작이라	명명

한	<로맨스	킬러>,	<큐브릭>으로	이어졌다.	이	만화들은	모두	포털사이트에	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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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의 힘

	 웃음과	감성이	초기	웹툰을	정착시킨	두	축이었다면,	일상은	웃음과	감성과	화학

결합하며	독자와의	공감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웹툰이	다양해지고,	독자들

의	사랑을	받으며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재일교포	2.5

세(아버지	재일교포	2세,	어머니는	한국인)인	노란구미	작가가	한국에서	체험한	취업	이야

기를	만화로	옮긴	<돈까스	취업>(2010)은	청년들의	취업문제를	다뤘다.	이야기	만화로	각

색되었지만,	작품의	상당부분은	작가가	직접	체험한	자전적	이야기로	현실에서	비슷한	어

려움을	겪는(혹은	겪을)	젊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김민정	작가의	<콘스탄쯔	이야기

>(2010)는	기술적	실험(가상의	스토리	라인에	현실의	사례를	병치시키고,	CCTV를	연속적

으로	재생시키는	동적연출과	세로	스크롤을	결합시킨)으로	주목받지만,	사실	‘성폭행	피해

자’에	대한	작품이기도	하다.	수없이	반복되는	성폭행	피해의	문제를	동년배	젊은	여성	작가

의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연대하는	작품으로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윤필	작가의	<흰둥이>(2010)이는	조금	더	사회적이다.	유기견	흰둥이는	파지를	줍는	할머

니와	미래를	만나	함께	생활하게	된다.	할머니가	사고로	다치자,	흰둥이가	건설현장에	일용

직	노동자로	나선다.	비정규직,	일용직	등	우리	사회의	불안한	노동과	빈곤의	문제를	정면으

로	다룬	작품이다.	정필원	작가의		<패밀리맨>(2010)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룬다.	<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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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노동하는	강아지라는	만화적	상상을	갖고	있다면,	<패밀리맨>은	슈퍼히어로로	활약

하는	실직한	아버지라는	상상을	보여준다.	직장을	잃은	가장이	아들과	딸을	지키기	위해	‘구

구맨’이	되는	<패밀리맨>은	‘슈퍼히어로’라는	탈현실적	주제를	기반으로	오늘의	현실을	그

려나간다.	2013년	최고의	화제작인	윤태호	작가의	<미생>(2012)은	종합상사에	다니는	직

장인과	계약직으로	들어간	장그래를	통해	‘노동’과	‘직업’의	문제를	다룬다.	

웹툰에서	다룬	일상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개인의	이야기를	다

루기도	한다.	호연	작가의	<도자기>(2007)는	소소하게	도자기에	대한	에세이를	풀어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냈다.	결혼생활의	소소한	모습들을	유머러스하게	그려낸	웹툰으로는	

난다	작가의	<어쿠스틱	라이프>(2010)와	만화가	부부의	결혼생활을	솔직하게	옮긴	네온비	

작가의	<결혼해도	똑같네>(2013)가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일

상을	다룬	웹툰은	늙어	검은	털이	회색이	된	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려동물에	대한	에피

소드를	그린	초	작가의	<내	어린	고양이와	늙은	개>(2011)와	고양이와	함께	살며	발견하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담은	soon	작가의	<탐묘인간>(2011)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작가가	

직접	만든	요리를	재미있게	묘사한	정다정	작가의	<역전!	야매요리>(2011),	스물여섯	젊은	

나이에	말기	암환자가	된	주인공의	투병을	그린	김보통	작가의	<아만자>(2013)까지,	웹툰

이	다루고	있는	현실의	삶은	더	폭이	넓고,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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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의 힘

	 액션장르는	우스개	만화가	다양한	장르로	분화되던	초기에	탄생해	지금까지	오래

도록	사랑을	받는	장르다.	특히	90년대	잡지-단행본	만화	시절	최고	인기	장르는	바로	‘액

션만화’였다.	액션만화의	계보는	웹툰으로	이어졌다.	고영훈	작가의	<트레이스>(2007),	손

제호,	이광수	작가의	<노블레스>(2007),	시우	작가의	<신의	탑>(2010),	박용제	작가의	<갓	

오브	하이스쿨>(2011)은	액션만화들이다.	이들	작품은	액션장르	중에서도	‘격투물’로	90

년대	만화잡지	주류	장르의	정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트레이스>는	초능력자들의	격

투를	그렸으며,	<노블레스>는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판타지	격투,	<신의	탑>은	‘탑’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판타지	격투,	<갓	오브	하이스쿨>은	격투기	대회에	참여한	고등

학생들의	격투물이다.	네이버	웹툰에는	독특하게	90년대	출판만화	격투	작가들의	웹툰도	

연재되고	있다.	김성모	작가의	<돌아온	럭키짱>(2012),	최병열	작가의	<최강전설	강해효

>(2013)은	90년대	출판만화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와	어린	웹툰	독자들에게는	낯선	재미

를,	90년대	만화독자에게는	친근한	재미를	주고	있다.	

meen,	백승훈	작가의	<독고>(2012)는	비포털	웹툰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격투물이다.	네이버	웹툰이	판타지	격투물이었던데	비해	<독고>는	학원폭력조직에	억

울하게	숨을	거둔	형의	복수를	위해	형의	이름으로	학교로	돌아온	동생의	복수를	다룬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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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격투물이다.	

영화로도	제작되어	화제를	모았던	이종규,	이윤균	작가의	<전설의	주먹>(2010)은	액션장

르이면서	폭력의	카타르시스보다는	폭력의	종말을	다룬	작품이다.	케이블	TV의	리얼리티쇼

에서	학창	시절	주먹들을	끌어	모아	판을	벌린다.	현실의	리얼리티쇼는	과거의	폭력을	호출

하고,	그	안에서	친구와	가족의	의미를	질문한다.	<마이러브>,	<까꿍>	등의	인기작을	출간했

던	이충호	작가는	웹툰을	연재하며	익숙한	출판만화	스타일을	모두	버렸지만	판타지	액션장

르의	매력만은	그대로	작품	안에	남겨	두었다.	강렬한	흑백대비에	담아낸	무협액션	<무림수

사대>(2007),	<수호지>를	판타지로	재해석한	<이스크라>(2009),	한국의	역사를	판타지로	

재해석한	<제	0시	:	대통령을	죽여라>(2012)는	모두	판타지	액션장르의	웹툰으로	독자들

의	사랑을	받았다.	

 스릴러의 힘

	 웹툰에서	스릴러를	인기	장르로	끌어낸	작품은	2006년	다음에서	연재된	윤태호	

작가의	<이끼>다.	출판만화에서	웹툰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작가는	페이지	연출을	모두	버리

고,	스크롤의	장점을	살려	독특한	한국형	스릴러	만화를	완성했다.	<이끼>가	보여준	스릴러	

장르의	매력은	이후	많은	작가들로	하여금	스릴러에	도전하게	했는데,	가장	독특한	작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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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릴러인	순끼	작가의	<치즈	인더	트랩>(2010)이다.	흔히	‘치인트’라	불리는	이	웹

툰은	스릴러와	친밀하지	않은	여성독자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꼬마비,노마비	

작가의	<살인자ㅇ난감>(2011)은	천연덕스럽게	2등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네칸만화로	연

속살인	이야기를	풀어간다.	정연식	작가의	<더	파이브>(2011)는	사이코패스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자신도	불구가	된	여성의	복수극이다.	웹툰도	재미있었지만,	작가가	직접	감독

이	되어	영화로	개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황준호의	<인간의	숲>(2012)는	성인들만	볼	수	

있도록	등급이	부여된	작품이다.	그만큼	수위가	높은	스릴러다.	연구를	위해	폐쇄공간에	사

이코패스들을	모아	놓지만,	다른	연구들은	그들에게	모두	살해당하고	여자	연구원	하나만	

남게	된다.	

정통	스릴러는	아니지만,	다양한	장르를	혼합시켜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는	웹툰	시

대	스릴러	장르의	작품들도	있다.	이종범	작가의	<닥터	프로스트>(2011)는	심리학	지식을	

기반으로	인간의	심리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작품으로	추리,	스릴러	등의	장르

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	연제원	작가의	<흐드러지다>(2009)는	가상의	제국	쥬신에

서	벌어지는	궁중	암투를	다룬	작품으로	판타지와	사극,	그리고	스릴러의	구조를	잘	섞어	독

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팀풍경의	<에스탄시아>(2006)는	SF에	스릴러의	전개를	접목시

킨	작품으로	인기를	얻었다.	

스릴러도	웹툰	시대에	꽃을	피운	장르이지만,	특히	다양한	IT기술을	접목시킨	호랑	작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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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웹툰은	가장	화려하게	각광받은	웹툰	장르이다.	호랑	작가는	<옥수역	귀신>에서는	플

래쉬	기술과	HTML	태깅의	접목을	통해	순간적으로	그림이	움직이는	연출을	선보였으며	<

봉천동	귀신>에서는	화면을	어느	순간	강제로	세로	스크롤	시키는	기술을	활용해	애니메이

션	효과를	줌으로써	웹툰	연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위의	두	만화는	스콧	맥클루

드의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세계의	여러	만화	독자들에게	소개되기도	했다.	

 판타지의 힘

	 웹툰을	창작하는	작가와	웹툰을	보는	독자들이	늘어나며,	몇몇	작가들은	기존	웹

툰과	다른	작화를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대개	이런	작품들은	‘판타지	작품’들

이다.	판타지는	‘검과	마법’을	다룬	장르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폭넓게	해석하면	현실에

서	만날	수	없는	상상력을	담아낸	작품들이기도	하다.	정철	작가의	<본초비담>(2011)은	고

대	약초를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	웹툰으로,	작업	전체를	수작업	수채로	진행해	아날로그의	

미학을	디지털	그릇에	성공적으로	담아냈다.	추혜연	작가의	<창백한	말>(2011)은	한	컷	한	

컷을	화려한	일러스트레이션	그리듯	그려가며	여성	독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두	작

품	모두	공교롭게	사극	판타지로	이야기의	재미와	함께	그림을	읽는	재미를	준다.	

파란에	연재한	데뷔작	<삼봉이발소>(2006)로	사실적	작화	능력과	감성적	연출력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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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검증받은	하일권	작가는	독특한	상상력으로	하일권식	판타지	세계를	보여준다.	왕따와	

로봇의	교류를	그린	<3단합체	김창남>(2008)이나	마술사가	주인공인	<안나라수마나라

>(2010),	심지어	목욕탕	세신사(때밀이)가	주인공인	<목욕의	신>(2011)에	이르기까지	하

일권	작가의	웹툰은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든다.	

하드	SF가	아닌	광의의	SF는	판타지와	매우	친밀하다.	거대로봇은	기본적으로	판타지의	산

물이다.	70년대	한국의	대표적	거대로봇인	‘로보트	태권V’	본편의	30년	후	이야기를	다룬	

양우석,	제피가루	작가의	<브이>(2006)	역시	거대로봇이라는	판타지로	현실을	이야기한

다.	김성민	작가의	<나이트런>(2009)은	SF	중	가장	판타지에	가까운	‘스페이스오페라’	장

르의	작품이다.	이원식,	두엽	작가의	<도사랜드>(2011)은	제목처럼	‘도사’가	나와	요괴,	도

깨비와	같은	마물들을	잡는	퇴마액션	장르의	작품이다.	시니,	혀노	작가의	<죽음에	관하여

>(2012)도	저승에	온	자들의	사연을	그린	웹툰으로	기본적으로	판타지의	틀	안에서	현실을	

보여준다.	김칸비	작가의	<죽은	마법사의	도시>(2011)도	마법시대로	넘어간	2030년	한국

에서	벌어지는	연쇄마법살인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판타지에	형사장르의	특징들을	결합시

킨	작품이다.	웹툰	시대	판타지는	다양한	장르들과	혼합되어	독특한	웹툰	스토리텔링을	보

여주고	있다.	

글_박인하(청강문화산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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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서사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원작	활용을	통한	파생

상품	개발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작	활용을	통한	파생상품	개발은	OSMU(One	

Source	Multi	Use)라	불리는데,	웹툰의	OSMU는	크게	(1)만화	및	소설로	출판화	(2)영화	

및	드라마로	영상화	(3)연극	및	뮤지컬화	(4)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및	팬시화	등의	방향

으로	진행된다.	

웹툰의	OSMU	중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은	출판화다.	90년대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되

었던	잡지-단행본	시스템의	경우	잡지	연재	이후	단행본	출판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었다.	

만화는	보통	1차	윈도우에	소개되고,	다시	고급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수익을	올렸다.	웹툰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웹툰의	포털	연재	시스템이	정착되기	이전	1세대	웹툰인	권윤주	작가

의	<스노우	캣>이나	심승현	작가의	<파페포포	메모리즈>	등도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큰	인기

를	모았다.	1세대	웹툰	이후	인기	웹툰들은	꾸준히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출판화를	제외하면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된	OSMU는	영상화다.	박찬욱	감독의	<

올드보이>(2003)의	성공	이후	‘만화	원작	활용’은	영화계의	중요한	흐름이	되었다.	한국	만

화는	물론	일본이나	프랑스	만화까지	폭을	넓혀	원작을	찾던	영화계	입장에서	수많은	독자

들에게	사랑을	받은	웹툰은	매력적인	원작	콘텐츠였다.	최초의	웹툰	원작	영화화는	웹툰의	

시대를	끌어간	강풀	작가의	작품을	통해	시작되었다.

만화와 웹툰은 미디어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거울처럼 반영되어

웹툰에 나타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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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웹툰원작영화 작가 개봉일 스크린수 관람객수

	 2006
	 아파트	 강풀	 2006.7.6	 58	 644,893

	 	 다세포소녀	 B급달궁	 2006.8.10	 50	 561,804	

	 2008
	 바보	 강풀	 2008.2.28	 263	 974,554

	 	 순정만화	 강풀	 2008.11.27	 386	 730,344

	 2010	 이끼	 윤태호	 2010.7.14	 736	 3,353,897	

	 2011
	 그대를	사랑합니다	 강풀	 2011.2.17	 242	 1,645,506

	 	 통증	 강풀	원안	 2011.9.7	 317	 700,272

	 2012
	 이웃사람	 강풀	 2012.8.22	 600	 2,434,099

	 	 26년	 강풀	 2012.11.29	 604	 2,940,480

	 2013

	 전설의	주먹	 이종규,	이윤균	 2013.4.10	 724	 1,744,585

	 	 은밀하게	위대하게	 HUN	 2013.6.5	 1,341	 6,963,821

	 	 더	파이브	 정연식	 2013.11.14	 501	 73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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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004년	<순정만화>의	대히트로	웹툰	시대를	견인한	강풀	작가의	웹툰

은	2006년	7월	6일	개봉된	<아파트>를	시작으로	2008년	2월	28일	<바보>,	같은	해	11월	

27일에는	<순정만화>,	2011년	2월	17일에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2012년	8월	22일에

는	<이웃사람>,	11월	29일에는	<26년>이	영화화되었다.	원작	여섯	편,	그리고	2011년	9

월	7일	개봉한	<통증>은	강풀	작가의	원안으로	제작된	것이니	총	일곱	편의	작품이	영화화

될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강풀	작가의	<아파트>,	<바보>,	<순정만화>와	B급달궁의	<다세포

소녀>가	영화화되었지만,	놀랄	정도의	히트는	없었다.	그런데,	2010년	7월	14일	윤태호	작

가의	스릴러	<이끼>를	강우석	감독이	영화화한	<이끼>가	개봉되며,	웹툰	원작	영화의	흥행

기록이	훌쩍	3백	만	명을	넘어섰다.	<이끼>의	흥행기록은	2013년	김수현,	박기웅	두	신예

배우가	주연을	맡은	HUN	작가의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6,963,821명을	동원하며	깨지게	

된다.	

2013년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전체	영화	박스	오피스	6위를	차지했다.	1위는	<7번방의	

선물>,	2위는	<설국열차>,	3위는	<관상>,	4위는	<아이언맨	3>,	5위는	<베를린>.	또한	최근	

새로운	영화	소비	창구로	떠오르는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VOD	순위에서는	더	좋은	성

적을	기록해	<7번방의	선물>,	<광해,	왕이	된	남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2013년은	그동안	가장	많이	영화화되던	강풀	작가의	웹툰이	아닌	이종규,	이윤균	작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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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주먹>,	그리고	만화를	연재한	뒤	직접	감독으로	데뷔해	영화를	찍은	정연식	작가·감

독의	<더	파이브>이	개봉되었다.	

영화화가	진행되거나,	계획된	웹툰도	적지	않다.	2014년	현재	촬영	중인	작품은	주호민	작

가의	<신과	함께>	3부작	첫	편인	‘저승편’,	기안84	작가의	<패션왕>이	현재	촬영	중이다.	윤

태호	작가의	<내부자들>이나	하일권	작가의	<목욕의	신>,	황미나	<보톡스>	서나래	<낢이	사

는	이야기>	등도	속속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처럼	웹툰이	영화	원작으로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	김봉석	평론가는	(1)소재개발의	용이

성	(2)웹툰의	지명도와	팬덤	(3)시각	콘텐츠로	시각화에	용이	(4)대중소설	시장이	빈약한	

대신,	웹툰	시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총	4가지	요인을	꼽았다.	

웹툰의	영화화	초반에는	강풀	작가의	웹툰이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	2013년에	이르러	

HUN,	이종규·이윤균,	정연식	작가의	웹툰으로	다양해졌다.	2014년	현재	제작	중이거나	

기획	중인	작품은	2013년보다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2014년	이후도	우리는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를	활발하게	만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	웹툰은	더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

화로	인해	채널이	공중파	TV	뿐만	아니라	케이블이나	종편,	인터넷	미디어들이나	SNS	등

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웹툰	원작	드라마도	속속	제작되고	있다.	2013년	윤태호	작가

의	<미생	프리퀄>로	제작되어	다음	앱에서	공개되었고,	주호민	작가의	<무한동력>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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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로	제작되에서	SNS를	통해	유통되었다.	2014년에는	박윤영	작가의	<여자만화	구두

>가	SBS플러스와	모바일,	IPTV	등	을	통해	방영되었고,	이종범	작가의	<닥터	프로스트>는	

OCN을	통해,	김선권	작가의	<후유증>이	SNS	드라마로	방영되었다.	tvN의	드라마	<갑동이

>는	첫	방송을	앞두고	홍보를	위해	호랑	작가가	참여한	스페셜	웹툰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

해	공개하기도	했다.	다매체	시대	웹툰은	영상	콘텐츠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하며	확산되

고	있다.	

뮤지컬,	연극도	적극적으로	웹툰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만	꼽아도	강풀	작가

의	<바보>,	<순정만화>,	강도하	작가의	<위대한	캣츠비>,	하일권	작가의	<삼봉	이발소>,	이익

수	작가의	<새끼	손가락>이	연극이나	뮤지컬로	제작되어	공연되었다.	2014년에는	네온비·

캐러멜	<다이어터>가	연극으로	공연되었다.	

웹툰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방영된	사례로	지강민	작가의	<와라!	편의점>,	혜진양	작

가의	<미호	이야기>,	신태훈·나승훈	작가의	<놓지마	정신줄>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캐릭

터	및	팬시화의	경우	웹툰	캐릭터	상품만	전문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웹툰숍(http:www.

webtoonshop.com)의	경우	다음은	<트레이스>,	<체리보이,	그녀>,	<노점묵시록>	세	작품,	

네이버는	<놓지마	정신줄>,	<갓	오브	하이스쿨>,	<이런	영웅은	싫어>,	<치즈	인더	트랩>,	<닥

터	프로스트>,	<역전!	야매요리>	등을	비롯해	모두	서른네	작품으로	총	서른일곱	웹툰의	캐

릭터,	팬시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밖에	웹툰은	라인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인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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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의	‘스티커’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웹툰의	확산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웹툰이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에게서	사랑받는다면,	웹툰의	활용과	확산도	더	늘어날	것이다.

글_박인하(청강문화산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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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뮤지컬, 연극

드라마

패션왕		웹툰원작:기안84_2011_네이버	만화

연출	:	이명우

출연	:	유아인,	신세경,	이제훈,	권유리

방송	:	2012	한국

● 동대문시장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성공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

마다. 웹툰 ‘패션왕’의 성공에 힘입어 제작되었다. 강영걸 역에 유아인, 이가영 역에 신세경, 

정재혁 역에 이제훈이 출연하여 호연을 펼쳤다. 9.6%의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패션이라는 

소재를 잘 이끌었다는 평가와 패션의 디테일한 묘사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엇갈렸지만 웹툰

을 드라마로 제작한 좋은 예로 남았다.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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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만화 구두		웹툰원작:박윤영_2014_레진코믹스

연출:	안길호,	민연홍

출연	:	한승현,	홍종현,	정가은,	윤종훈

방송	:	2014	한국

● 사랑을 두려워하는 여자 신지후(24세)와 사랑을 믿지 못하는 남자 오태수(30세)의 달콤

하고도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 SBS PLUS에서 10부작 미니 드라마로 원작 웹툰 “여자 만화 

구두”의 세밀한 감수성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사랑은 확인하는 게 아닌데, 연인들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한다. 시린 기억으로 가슴 한 켠에 풀지 

못한 우리의 사랑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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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놓지마 정신줄		웹툰원작:신태훈,나승훈_2014.5현재	연재중	_네이버	만화

제작	:	스튜디오애니멀_CJ	E&M	공동제작

방송	:	2014	한국_KBS,	투니버스

● 웹툰 중 지속적인 인기와 연재 기록을 세워가고 있는 “놓지마 정신줄”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예는 출판 만화계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지만 웹툰이 TV용 애니메이션

으로 만들어진 예는 드물다. 총 72부작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2014년 5월 현재 방영 중

이다. 그림체와 스토리구조가 여러모로 짱구 시리즈와 비견되지만 현재 반응과 지속력이라

면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현재 진행형인 웹툰 “놓지마 정신줄”을 기대하게 되는 이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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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와라! 편의점		웹툰원작:지강민_2008_네이버	만화

장르	: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	:	㈜뉴에프오

서비스	:	2012	한국_카카오게임

● ‘와라! 편의점’은 작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 그린 일상툰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임이다. 편의점을 소재로 하는 SNG(소셜네트워크 게임)로 게이머가 직접 편의

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게임은 다른 SNG게임들과 달리 끊임

없는 퀘스트를 기반으로 스피드하게 진행되어 스마트 폰 사용자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다. 

웹툰이 게임문화시장에 진출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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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위대한 캣츠비		웹툰원작:강도하_2008_다음	웹툰

출연	:	데니안,	정민,	이채훈,	심은진,	유하나,	이승은,	전재홍,	최대철

공연	:	2007~2010	한국

제작	:	삼필름앤콘텐츠(주),	CJ	E＆M(주)

극장	:		CGV신한카드	아트홀	

● 강도하 작가의 웹툰 ‘위대한 캣츠비’를 원작으로 14만을 감동시킨 창작 뮤지컬이다. 네 

남녀의 꼬이고 꼬인 러브스토리로,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젊은이들의 공감을 자아냈

다. 뮤지컬의 생생한 노래와 열정적인 배우들의 연기로 원작 이상의 감동을 선사했다. 감동

적이고 서정적인 대사가 관람객들에게 회자되기도 하였고, 웹툰을 원작으로 한 성공한 뮤지

컬 중 하나가 되었다.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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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이발소		웹툰원작:하일권_2008_파란

연출	:	진종현

출연	:	박소영,	김수연,	김재원,	유수동,	이소금,	이수진,	이화열,	노을	(유동적임)

극장	:	JH아트홀	

기획·제작	:	JH컴퍼니

● 하일권 작가의 ‘삼봉이발소’는 2006년 파란 웹툰에서 연재되어 총 조회 수 1천만 회를 

넘기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외모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외모 바이러스’에 걸리

고, 이발사 ‘김삼봉’이 상처를 지닌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준다는 이야기이다. 하일권의 작

품들 중 처음으로 연극화가 되어 2011년 11월 24일부터 2012월 19일까지 공연하였다. 현

대인의 외모지상주의를 꼬집는 작품으로 평가되는 이 연극은 2014년 5월 현재, 전용관까지 

갖추고 장기 공연에 돌입했다.

글_김정영(청강문화산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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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에서	칸은	중요한	시공간적	의미를	담고	있다.	만화를	규정짓는	형식	중	하나

가	되었고	이를	통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은	웹툰이라는	새

로운	콘텐츠가	생겨나면서	바뀌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칸과	페이지는	사라지

고	프레임(frame)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생겨났다.	웹툰에서	프레임은	단순한	액자적인	프

레임으로	규정할	수	없다.	사진이나	회화의	프레임이	외부와	단절된	완성된	아우라를	지니

고	있다면,	웹툰의	프레임은	프레임	속으로	현실을	끄집어들이는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한

다.	이러한	이미지	연속성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이하	영상)의	프레임과	많이	닮아	있다.	웹

툰	프레임은	공간	속으로	웹툰	독자들을	끌어들여	몰입시키고	호흡하며	새로운	일루전을	만

들어	낸다.	영상과	웹툰	프레임이	다른	것은	영상은	상영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관람객

을	맞이한다면,	웹툰은	개방된	공간에서	독자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 칸이 사라진 만화, 시공간을 넘나드는 웹툰

그림  좌 : 출판만화 스캔본 서비스, 나우/박성우.  우 : PETER MON [잉어왕]. 작품에서 칸이 사라지고 프레임에 집중
하는 연출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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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와	웹툰이	기존	출판만화에	비해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으로의	전이가	빠

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프레임	변화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칸이라는	틀을	

100년	넘게	지켜온	우리나라	만화에서	칸을	벗어나	웹툰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데는	5

년이라는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만큼	웹툰은	호흡이	빠르고	변화된	멀티미디어	환경

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다.	멀티미디어는	단순한	시각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지	않는다.	접촉	가능한	모든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전달하려	한다.	그중	대표

적인	것이	시각과	청각적인	효과다.	아래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주요	이용	기능을	보면	이러

한	시ㆍ청각적인	활용도가	대부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웹툰의	미래가	메시지	전달	방

식을	프레임에	맞춘	시ㆍ청각	위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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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툰의 미래는 작품이다. 

	 2004년	포털사이트	엠파스에	강도하의	[위대한	캣츠비]가	처음	연재됐다.	이후	

엠파스가	웹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위대한	캣츠비]에	등장하는	사랑과	절망	그리고	희망

의	메시지는	포털사이트	다음으로	자리를	옮겨	연재된다.	뛰어난	작화능력과	마치	시처럼	

되새김질을	하게	만드는	주옥같은	대사들은	웹툰의	새로운	스토리	전형을	만들며	웹툰의	격

을	한층	높여주었다.	이러한	웹툰은	이전에	주류를	이루던	감성툰과	같은	것도	아니고,	그

림체는	단순하지만	무게감	있는	스토리를	보여	주었던	강풀의	작품과도	달랐다.	스토리와	

작화	그리고	채색까지	미학적	완성도를	높인	웹툰이었다.	과거	만화는	독자들을	출판물을	

통해서	만나왔다.	그래서	시각적인	연출만을	고려하면	메시지를	충분하게	전달	할	수	있었

다.	하지만	변화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다양한	연출방식과	효과를	활용해야	한다.	근래

에	등장하는	웹툰들	중에는	이러한	효과를	활용한	작품들이	나타나	인기를	끌고	있다.	흥미

진진한	스토리와	효과음으로	작품	내내	긴장감을	유지했던	[기사도](환쟁이作)와	마치	영화

를	보는듯한	극적효과로	독자들에게	공포감을	선사했던	[옥수역	귀신](호랑作)은	시청각	효

과를	극대화	시킨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웹툰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효과적인	기

능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웹툰의	미래는	밝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창작물들은	작품성과	완

성도가	좋아야	한다.	결국	웹툰의	미래도	스토리와	그림	그리고	연출력에서	출발한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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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에	연재되었던	[PEAK](글:홍성수/그림:임강혁作)는	현실감	있는	

스토리구조와	그림	작가의	연출력이	더해져,	한편의	3D영화와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

다.	특히	스크롤에	따라	심도	있는	깊이감을	선사하는	이미지	연출은	다른	작가들이	보여주

지	못하는	극적전개를	보여준다.	효과는	효과로	머물러야	한다.	효과가	지나치면	원작의	메

시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PEAK]는	자칫	기본기를	잃기	쉬운	웹툰의	기본

기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작품이다.

 - 같은 듯 다른 이야기, 만화와 웹툰

	 웹툰과	전통적인	출판만화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토리와	프레임	방식이다.	표

1을	보면	출판을	중심으로	한	만화는	그림에	무게중심이	쏠려있고	웹툰은	글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토리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서사구조(강풀	작품들)가	탄

탄하게	구성되어	있거나	공감되는	이야기(생활툰)로	흡입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

창기	웹툰들이	그림의	수준이	떨어져도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스토리의	힘이었

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작가가	초창기	웹툰	전성기를	이끌었던	강풀이다.	강풀은	국문

학을	전공한	작가로	자신이	출판만화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던	그림체를	온라인으로	옮겨	

오면서	그림보다는	스토리로	웹툰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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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를	보면	출판만화와	웹툰의	프레임	변화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출판만화의	프레임은	

칸의	크기도	다르고	연상구조	방향이	좌에서	우(or	우에서	좌로)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하

지만	웹툰은	위에서	밑으로	보는	스크롤	방식으로	연상구조가	만들어진다.	프레임도	고정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래	웹툰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웹툰을	보

는	독자들은	영화나	TV의	프레임처럼	인식하며	보게	되는	것이다.	보여지는	것은	평면이지

만	인식되는	것은	영상처럼	연상되는	구조로	출판물과	영상물의	중간	형태로	읽혀지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이	웹툰이	된	것이다.	이는	출판만화보다	웹툰이	영상으로의	전이가	편리한	

이유이기도	하다.	근래	웹툰들이	드라마나	영화,	게임으로	재빠르게	전이가	되는	이유이기

도	하다.

컴퓨터	마우스를	활용한	스크롤과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방식은	이미지를	좌우가	아닌	위

아래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출판물에	익숙해져	있던	전통적인	이미지	연상구조를	바꾸

는	것으로	웹툰이	가지는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가	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웹툰은	또	다

른	시도를	요구받고	있다.	단순한	프레임의	변화를	시도하는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

표적인	시도가	근래에	등장하고	있는	음향과	애니메이팅의	결합을	활용한	웹툰들이다.	멀

티미디어	환경에	맞춘	이러한	효과들은	웹툰의	극적인	재미를	높여	주면서	새로운	웹툰	기

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웹툰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래에	어떤	웹툰	콘텐츠들이	생겨날

표1 만화와 웹툰의 글과 그림 비교

출판만화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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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스마트한	환경과	다양한	플랫폼에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미래	IT가	주목하는	것은	웨어러블	시대다.	다양한	IT기기들이	새로운	웨어러블	시

대와	맞물려	이동을	시작했다.	구글이	개발한	구글	글라스와	삼성이	상용화한	갤럭시	기어

가	대표적인	웨어러블	기기다.	웹툰이	스마트한	플랫폼에	맞추어	변화해	왔듯이	호흡	빠른	

IT시대에	또	다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스토리

가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미난	스토리는	작가의	축적된	콘텐츠	속에서	나온다.	학습	

·정보·경험	등	여러	가지가	차곡차곡	쌓여진	것이	스토리다.	미래	웹툰	작가들이	스토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표2 만화와 웹툰의 글과 그림 비교

만화-강철강(신영우) 웹툰-잉어왕(피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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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한 웹툰의 미래

	 웹툰은	디지털로	만들어지고	디지털	방식으로	유통된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또

는	장치)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입력장치가	중요하다.	웹툰은	독자들이	활용	가능한	이	입

력장치에	맞추어	진화하는	특성이	있다.	초창기	마우스(Mouse)와	스크롤(scroll)을	활용

한	이미지	뷰어(viewer)방식이	입력장치에	맞추어	진화한	대표적인	웹툰	진화	과정이다.	근

래에는	터치	스크린(Touch	screen)을	활용한	이미지	뷰어(viewer)방식이	일반화되고	있

고,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다.	스마트폰이란	일반	컴퓨터와	같은	운영	체계를	탑재하

여	다양한	모바일	앱을	설치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휴대폰을	말한다.	여기서	모바일	앱이

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응용	소프트웨어로서	전자책,	게임,	영화,	웹툰	등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웹툰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웹툰을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들을	분석

해보면	2013년	7월	기준	3,595만	명(미래창조과학부)을	넘어섰고	그	비중은	점차	높아지

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	후‘PMP(84.3%)’,	‘MP3(81%)’,	‘전자사전(80.3%)’	그리고	

‘PDA(77.1%)’	이용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디

지털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적응하기위해	포털사이트	네이

버는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스마트툰’을	서비스하고	있고,	다음	역시	2014년	4월	‘무빙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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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리고	모션코믹스	플랫폼	‘곰툰’은	인터렉티브와	멀티미디어를	결합

하여	기존	모션코믹스보다	발전된	모델을	제시했다.	이처럼	미래	웹툰은	다양한	기술적인	

접목이	이루어지고,	앱이	활성화되면서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폰에	담긴	웹툰의	미래는	더

욱	스마트하게	펼쳐질	것이다.

그림2	좌	:	마우스(Mouse)		우	:	터치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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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pop을 잇는 새로운 한류 브랜드 웹툰!

	 웹툰은	더	이상	우리만의	콘텐츠가	아니다.	언어의	장벽만	넘는다면	충분히	글로

벌	콘텐츠로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성장세를	주목한	우리나라	대표	포털	

회사	중	하나인	네이버에서는	올해부터	웹툰	글로벌화를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고	발표했

다.	포털사이트	다음	역시	“만화	속	세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작가	군을	발굴하며	시장점유

율을	높이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크고	작은	웹툰	플랫폼서비스가	강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와	디지털	강국으로	알려졌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인	

웹툰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	웹툰	10년이	웹툰의	프레임을	만들어온	시기였다

면	앞으로	웹툰은	글로벌	콘텐츠로	미래를	항해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	대중문화시장은	미디어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고	있다.	미디어의	중심에는	IT가	있고,	

웹서비스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웹콘텐츠	선두에는	디지털	문화에	최적화된	웹툰이	존

재한다.		K-pop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글로벌	대중문화가	된	것처럼	웹툰은	우리의	대표	대

중문화	콘텐츠가	됐다.	이제	준비된	한류	브랜드로서	웹툰의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출판·드라마·영화·게임·캐릭터·뮤지컬	등에	대한	원천	소스로의	가치가	큰	우리나라	웹툰	

시장은	2013년	기준으로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장	속도라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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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한류	브랜드	가치를	더한다면	그	속도는	가속

화될	것이다.	

글_김정영(청강문화산업대학교)

그림3 웹툰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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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꿈꾸는 웹툰 작품........

각각 다른 개성의 미래 지향점을 보인 작품들로 선정하였다.

∷삶과 사랑앓이 위대한 캣츠비

소프트한 스토리와 가벼운 웃음이 만개하던 웹툰시장에, 동물의 얼굴과 사람의 몸을 지닌 

캐릭터들이 등장했다. 당시 일반적인 웹툰에 익숙해진 독자들은 반인반수(半人半獸)의 캐

릭터가 등장하는 ‘위대한 캣츠비’에 의아한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이내 작품에 몰입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작가에게 찬사를 보냈다. 이것이 ‘위대한 캣츠비’의 시작이다. 강도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현 시대의 20대 젊은이들의 삶과 사랑앓이를 수려한 대사로 풀어냈다. 

“진정한 복수는 깨끗이 잊어 주는 거지.”

“너라면, 사랑을 버리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위대한 캣츠비’ 중에서)

‘위대한 캣츠비’는 독자의 공감을 이끄는 스토리와 대사, 취재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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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차별화된 세밀한 컬러링은 이전의 웹툰과 차원이 다른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간혹 

수준 미달의 웹툰이 유성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웹툰의 홍수 속에서 강도하는 스토리와 작

화 그리고 채색까지 아우르는 미학적인 완성도를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비현실적인 캐릭터와 너무나 현실적인 내용의 캣츠비는 진정 위대했다. 2005년 대한민국 

만화대상, 오늘의 우리만화상, 독자 만화대상을 휩쓸며 그해 최고의 작품으로 자리 했다. 

작품명	:	위대한	캣츠비	|	글	_그림	:	강도하		|	다음	웹툰_	완결

∷공포의 극한 체험 옥수역 귀신

‘옥수역 귀신’은 네이버 웹툰 작가들을 모아 괴담을 통해 공포라는 재미를 주자는 <2011 미

스터리 단편>물 중 하나다. 실화나 괴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단편들로 작가의 연출력과 개

성이 어우러져 독자들에게 극적 공포감을 주었다.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는 불안감을 조성하

고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해야 한다. ‘옥수역 귀신’은 긴장되는 분위기, 시각적인 불안함 그

리고 익숙한 사물들을 낯설게 만들어 독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 웹툰이 놀라운 것

은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①감독의 스릴러물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갑자

기 연출하여 공포감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을 넣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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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유도장치는 마지막 장면을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

과적인 전개 방식이다. 이는 기존 웹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미학적 완성미를 보여준 것으

로 많은 웹툰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작품이다.

아직도 애니메이팅(animating)②을 활용한 생생한 마지막 장면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작품명	:	옥수역	귀신	|	글_그림	:	호랑		|	네이버	만화_완결

①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감독 : 1899년 영국 출생. 본명은 알프레드 조셉 히치콕(Alfred Joseph 
Hitchcock). 스릴러 영화를 일관되게 연출했다. 그에겐 “스릴러의 최고 거장(The Greatest Director Of Thriller)”, “서
스펜스 영화의 대가(The Master Of Suspense)”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을 정도로 유명한 감독이다.
②애니메이팅(animating) : 연속성 있는 정지된 그림들을 연결하여 움직임을 만드는 과정.

∷독자들을 추격하는 기사도

‘기사도’가 주는 재미는 스피드다. 흥미진진한 이야기 구조와 독자들의 몰임감을 높여가는 

극적 구성은 효과음과 함께 스피드 한 재미를 배가 시켜준다. 이 웹툰의 줄거리는 의외로 심

플하다. 택배기사이자 도둑인 주인공 윤시후는 우연히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누명을 벗

기 위해 범인 강천수와 쫓고 쫓기는 대결구도로 전개된다. 그럼에도 꼬이고 꼬이는 매화(每

画)의 긴장감을 유지한다. 이 웹툰에서 독자들의 몰입감을 높여가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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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효과음이다. 일반적인 무음(無音) 웹툰에 익숙해진 독자들은 처음부터 등장하는 

생경한 효과음으로 인해 몰입감을 해친다고 한다. 하지만 3~4화가 지나면서 효과음은 자연

스러워진다. 이후부터는 이 웹툰을 보기 위해 독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오디오를 켜는 

일이다. 잘못된 효과음은 자칫하면 웹툰의 몰임감을 저해한다. 하지만 이 웹툰에서 효과음

은 적당한 긴장감과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독자들을 스피드하게 추격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추격신 장면은 마치 영화 <추격자>①를 연상하게 할 만큼 긴장감과 박진감이 넘

친다.

작품명	:	기사도	|	글_	그림	:	환쟁이	|	네이버	만화_완결

①추격자 (The Chaser , 2008) : 범죄, 스릴러, 액션의 한국 영화로 나홍진(감독)연출 김윤석(전직 형사, 엄중호), 하정

우(연쇄살인범, 지영민)가 출연하여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만족시킨 작품이다.

∷영화보다 영화 같은 웹툰 PEAK

만화는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지는 매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글과 그림 중 어느 것이 중요

한지를 묻는다면 출판만화는 그림에, 웹툰은 스토리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다. 하지만 근

래에 들어와 웹툰에서도 뛰어난 작화능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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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작품이 영화보다 영화 같은 웹툰 ‘PEAK’①다. ‘PEAK’를 본 많은 독자들은 탄탄한 스토

리 구조와 사실적인 묘사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연출력에 감탄하게 된

다. 산악구조대 류연성을 주인공으로 펼쳐지는 산악 재난 웹툰은 매화(每画) 카메라 렌즈로 

찍힌 듯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작가적 노력과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웹툰은 접근성이 

뛰어난 대신 몰입감이 떨어진다. 출판만화에 비해서 연재 호흡도 짧고, 1회 분량도 단시간

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몰입도를 높여야 대중들의 관심을 잡아둘 수 있다. 

‘PEAK’는 빠른 호흡이라는 웹툰의 특성을 절묘하게 유지시키고, 작품성까지 높여줌으로써 

웹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준 수작 중의 수작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위험에 처한 누군가를 구해주고 있을 구조대의 처절한 사투가 가슴 벅차게 다가온다.

작품명	:	PEAK	|	글	:	홍성수	|	그림	:	임강혁		|	다음	만화_완결	

①peak : 주로 절정, 정점, 최고조를 이르는 말로 이 웹툰에서는 산의 봉우리, 꼭대기가 뾰족한 산이라는 뜻으로 사용

되었다.

∷재미있어서 정신을 놓게 되는 놓지마 정신줄

‘놓지마 정신줄’은 역설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너무 재미있어서 정신을 놓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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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은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런 면에서 이 웹툰은 재미라는 명쾌한 주제로 인

기를 끌고 있다. 정신, 정주리 남매와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재미나게 풀어간다.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황당한 재미를 주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짱

구’라는 작품과 맥이 닿아있다. 짱구는 유아적인 발상과 어른스러운 언행들로 일본 독자들

을 울고 웃겼다면, 웹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신이가 짱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

다. 정신이를 비롯해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3등신 비례로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비례는 

액션이나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스토리 전달 위주의 작품이 된다. 전반적으로 그림체는 세

련미가 떨어진다. 하지만 웹툰이기에 용인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독자들에게 스토리 공감을 잘 이끌고 있다. 

2009년 8월 27일부터 1화가 시작되어 2014년 5월 2일 현재 465화가 진행 중이다. 현재의 

독자들의 애정이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짱구 이상을 능가하는 작품이 될 가능성이 충분

한 웹툰이다. 

작품명	:	놓지마	정신줄	|	글	:	신태훈	|	그림	:	나승훈		|	네이버	만화	|	연재중	(2009.	8.	

27.	~	2014.	5.	2	현재)

글_김정영(청강문화산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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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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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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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색 및 편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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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은	누구나	그릴	수	있다.	하지만	재미난	웹툰은	아무나	그릴	수	없다.	스토리

가	좋아야	하고	본인이	구상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표현	할	줄도	알아야	한

다.	그래서	프로	웹툰	작가들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	작업의	큰	틀

은	비슷하지만	작가들마다	저마다	작업스타일은	조금씩	다르다.	과거	80년대	만화방에	공

급하던	출판만화들이	분업화를	이루어	작업	효율을	높였다면	지금의	웹툰	작가들은	분업화

로	마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은	작가들과	자신이	직접	작업과정을	즐기는	작가들로	나누

어진다.	

웹툰	독자들이나	웹툰	작가	지망생들은	프로작가들의	작업과정을	궁금해	한다.	그래서	프

로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종범(닥터프로스트)작가와	출판만화로	시작하여	지금

은	웹툰	작가로	활동하며	다양한	노하우를	지닌	최해웅(파동2014)작가의	작업	과정을	중

심으로	웹툰	작업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바쁜	가운데	도움을	주신	두	분	작가님들에게	진

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종범 작가 화실 및 작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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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범 작가 작업과정

① 스토리 구상
스토리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구상에 들어가고 컴퓨터에서 텍스트로 정리하면서 이야기

를 만들어 간다. 처음부터 완벽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정리하면서 이야기가 발전되

기도 하고 캐릭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한다.

② 콘티 작업
콘티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풀어내는 과정이다. 콘티가 그려지면서 연출을 하게 되는데 공간

이나 캐릭터 관계, 스토리 호흡 등을 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③ 배경작업
배경은 많은 이야기를 함축시키고 상징 할 수 있다. 배경을 만드는데 공간감과 사실적인 묘

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④ 스케치
스케치는 채색 전에 전체적인 형태를 완성 시키는 과정으로 선을 정리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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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되도록 노력한다.

⑤ 채색+배경
채색은 배경그림과 분리시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업하는 것이 편해서 함께 작업을 

진행한다. 

⑥ 대사
채색과 배경이 끝나면 대사를 완성한다. 캐릭터의 관계, 독자들의 이해 그리고 스토리 전달

에 무리가 없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며 대사를 삽입한다.

⑧ 마무리
작품이 완성되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작품을 보려 노력한다. 주관적인 작품은 독자의 이해도

를 높이는데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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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웅 작가 작업과정

① 취재/자료분석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취재를 하고 자료를 분석한다. 도서관을 찾

아가 관련 책들을 탐독하고 이미지 자료들을 찾아본다. 때로는 관련된 전문가들을 수소문해

서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한다.

② 아이디어 구상
아이디어는 혼자 구상하기도 하지만 팀원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보다

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머리를 맞대면 훨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③ 스토리 작업
축적된 자료들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뼈대를 만들고 큰 줄기가 형성되면 본격적인 스토리

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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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콘티짜기
콘티는 스토리를 이미지로 구현하는 작업이다. 특히 연출을 신경쓰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콘티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 같다.

⑤ 스케치
콘티가 완성되면 스케치를 통해서 완벽한 이미지를 구현한다. 

⑥ 채색
과거 출판만화와 달리 디지털 작업에서 채색은 매우 중요하다. 컬러시대에 채색은 가독성을 

높이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준다.

⑦ 편집
편집은 스마트 폰이나 다양한 플랫폼 형식에 맞도록 변환하는 작업이다. 최해웅 작가의 스

타일은 출판만화를 중심으로 작품을 완성하고 다시 웹툰형식으로 전환 시켜 서비스 하는 과

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작가가 출판만화와 웹툰을 동시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염두에 두

고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web t o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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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올 웹툰’ 전

전시 개요

▶ 전시명 : ‘올 웹툰’ 전

▶ 일시 : 2014.5.27.(화) ~ 8.24.(일), 82일간

▶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 주관 : 국립중앙도서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한국만화가협회

▶ 내용 : 

       ◇ 기획전시

         ① 이야기 꽃

         ② 시대의 거울

         ③ 웹툰! 문화를 꽃 피우다

         ④ 웹툰의 힘

         ⑤ 웹툰작가 작업실 · 웹툰제작 영상

         ⑥ 웹툰 미래를 꿈꾸다.

      ◇ 웹툰 체험 : 웹툰 대표작 10편, 웹툰 그리기

      ◇ 웹툰 콘서트 : 6회 (웹툰작가 13명 참여)

      ◇ 웹툰 교육 : 3개과정, 각 2회(총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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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효과

▶ 국내 최초 웹툰 관련 전시 및 한국 웹툰 10년사 정리

▶ 웹툰작가 지망생 및 일반 관심자들에게 교육 및 정보접근 기회 제공

    - 전시 관람 10,170명, 토크 콘서트 549명, 교육 545명 참여 

▶ 국내 웹툰작가 및 작품 소개

    - 웹툰작가 총 16명 참가 (콘서트 13명, 교육 6명) 

    - 웹툰 영화 (12편) / 뮤지컬 및 연극·드라마 (4편) 소개

    - 국내 웹툰 대표작 무료보기 : 10편    

▶ 웹툰관련 국내 장비, 캐릭터 업체 제품 소개

    - ㈜한국와콤(웹툰 태블릿), 웹툰샵 (웹툰 캐릭터 물품 80여 종)

▶ ‘올 웹툰’전 언론보도

    - 총 64건(신문·잡지 55건 방송 9건)

▶ 국내 도서관 및 출판 유관기관의 ‘올 웹툰’전 재 전시

    - 충청북도 중앙도서관 : 북페스티벌(‘14.9.26 ~ 9.27. 청주)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 북페스티벌(‘14.10.29 ~ 10.31. 건국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디지털북 페어(‘14.11.6. ~ 11.8., 킨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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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만화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다

스마트 폰만 있으면 손가락 하나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스마트한 세상, 멀티미디

어 서비스를 즐기는 독자를 사로잡는 스마트한 대중문화라면 ‘웹툰’을 떠올리게 된다. 

‘웹툰(webtoon)’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뜻하는 ‘웹(web)’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

(cartoon)’의 합성어로, 인터넷 매첼 유통되는 만화를 말한다. 웹툰은 디지털 시스템으로 만

들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대중문화 콘텐츠이다.

웹툰은 10년에 걸쳐 만들어지고 발전해왔다. 출판만화를 스캔해서 독자에게 서비스하는 과

도기적인 0세대, 마우스를 클릭하여 만화를 한 컷씩 보는 방식인 1세대, 마우스스크롤로 이

동하여 웹툰을 위아래로 보는 방식의 2세대,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직접 손을 

접촉하여 웹툰을 위아래로 보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3세대로 발전했다. 근래에 활발하게 시

도되는 방식인 4세대 방식은 음향과 애니메이탱을 결합하여 멀티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현재 진행형 방식이다. 이처럼 ‘웹툰’은 다양하게 진화하여 성장하고 있다. 

대중문화 시장은 미디어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다. 미디어의 중심에는 인터넷이 있고, 웹서

비스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웹서비스의 선두에는 디지털 문화에 최적화된 웹툰이 있다. 

한국 정보기술에 작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해 만든 새로운 문화 콘텐츠 한국만화 ‘웹툰’, 

대중에 사랑을 받는 웹툰이 문화 관련 산업으로 전이되고 발전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웹툰이 지닌 원천 소스의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시아 전역에 한국 드라마와 한국 대중가요(K-POP)열품이 불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를 ‘한류’라고 불렀고, 한류는 세계시장으로 확대되었다. 이제 한류를 

새롭게 이끌어갈 글로벌 콘텐츠, 한국만화 “웹툰”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서는 웹툰의 문화산업적 가치에 주목하여 웹툰을 되짚어 

재조명하고,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웹툰 전시를 기획하였다.                           

글_김정영

‘올 웹툰’ 전

① 이야기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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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toon: Transforming cartoon and culture

 In a smart world where any information you may seek can be instantly accessed at your 

fingertips, webtoons have become an important aspect of the popular culture that is 

captivating readers of online multimedia services.

The term “webtoon”, combining “web” and “cartoon”, refers to comic strips offered over 

the internet and describes novel digital cultural content developed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history of webtoons in korea spans the past ten years. The scanning of printed comics 

for the benefit of online audiences quickly developed into the first generation of webtoons 

in which the mouse was clicked to view each panel of the comic strip. In the second 

generation, the strip could be viewed by scrolling the mouse up and down. For the third 

generation, this is achieved by a tap of the touch screen interface on a smartphone or 

tablet. The fourth generation of webtoon, currently being actively pursued, integrates sound 

and animation features for optimal adaptation to a multimedia environment. Webtoons are 

at present evolving into greatly varied forms.

The popular culture market develops itself based on the media. At the conter of today’

s media lies the internet and related web services; at the forefront of such web services 

are webtoons optimized for a digital culture. Webtoons, as a new form of cultural content 

beloved by the public and with the unparalleled value of its original source. show a 

limitless potential for developing as a new cultural industry, adding human creativity and 

imagination to ICTs.

With the onset of the 2000s, the Korean wave of K-pop and soap operas swept across Asia 

and then entered a wider international market. However Korean webtoons are developing 

as global content that could lead the next round of the korean wave.

Acknowledging the cultural industrial value of webtoon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Digital Library) has planned this exhibition to shed light on webtoons and review 

thei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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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대의 거울

한국만화 100년의 역사가 이끌어낸 독자적 형식

1909년<대한민보> 창간호에 실린 이도영의 ‘삽화’는 한국 최초의 만화로 통한다. 이작품

을 시작으로 한국만화는 사회변화, 세계 만화 유입, 새로운 대중매체 출현과 함께 틀을 만들

어 갔다. 특히 2000년이후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한국은 디지털기술과 인터넷문화

를 바탕으로 ‘ 웹툰’이라는 독자적인 만화형식을 완성했다. 유럽식 카툰과 방드데시네(bande 

dessine), 미국식 코믹스 트립과 히어로코믹, 일본식 극화와 망가가 세계만화의 형식을 주도

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보인 웹툰은 기존의 어떤 형식과도 유사하지 않은 우리만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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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읽기의 전통을 살려낸 스크롤 마우스

신문, 잡지, 단행본을 주 매체로 했던 만화는 선의 예술, 칸의 예술, 장(페이지)의 예술이라 

불렸다. 세계만화를 주도했던 유럽, 미국, 일본은 출판과 전시, 영화와 캐릭터상품, TV애니

메이션과 게임으로 만화의 부가가치를 확장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만화 ‘웹툰’은 이 같은 

만화의 정의와 대중화 전략을 뒤바꿔놓았다.

‘웹툰(webtoon)’은 출판미디어에서 벗어나 인터넷미디어를 선택함으로써 독자의 ‘접근성’

을 확대했고, 인터넷 브라우저의 사용자 환경에 맞춰 스크롤마우스의 ‘기능성’을 수용했다. 

이를 통해 하루 이용자 1천만명이 넘는 포털사이트의 고객 성향에 맞게 작품을 편성하여 장

르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작가 등용문을 확대하고 독자에게 만화를 무료로 제공

함으로써 콘텐츠 생산과 이용의 ‘개방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특징은 웹툰에 대한 주목도를 

높였고, 이는 인터넷비즈니스의 특수성과 맞물려 웹툰산업을 무한성장하게 했다.

플랫폼 전략과 함께 지속 성장할 무한캔버스

인터넷의 등장은 물리적 상품이 주가 되던 경제 구조를 빗물리적 상품시장, 이른바 ‘비트’경

제로 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주목받은 인터넷기업들은 생산자와 이용자를 연결하

는 플랫홈 역할을 했다. 만화를 찾는 독자에게 웹툰을 제공했던 포털은 독자를 찾는 예비만

화가를 위해 인큐베이팅시스템을 운영했고, 특화된 고객을 찾는 광고주와 기업을 위해 맞춤

형광고상품과 홍보를 플랫폼에 재유입하도록 했다. 이 같은 포털사이트의 전략은 웹툰의 생

산과 소비과정을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결시켰고, 이는 곧 웹툰에코시스템이 되어 웹툰의 지

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글_박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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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웹툰! 문화를 꽃 피우다

문화산업콘텐츠 웹툰

캐릭터 상품으로 인기를 누린<마시마로>, 한 권의 시집 같은 만화책<포엠툰>과 <파페포포 

메모리즈>, 흥행을 일으킨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웃사람>, <이끼> 등의 원작은 만

화와 웹툰이다. 대중의 사랑을 받은 웹툰을 활용한 파생상품(OSMU)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웹툰 원작은 주로 만화나 소설로, 영화나 드라마로, 연극이나 뮤지컬로,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및 팬시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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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책이 되다

웹툰을 가장 먼저 활발하게 활용한 것은 출판이다. 포털 연재 시스템이 정착되기 이전 1세

대 웹툰 권윤주 작가의 <스노우 캣>이나 심승현 작가의<파페포포 메모리즈> 등이 단행본으

로 출간되어 인기를 끌었다. 1세대 이후 웹툰도 꾸준히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웹툰, 영화가 되다

웹툰은 영화로도 적극적으로 제작되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2003)성공 이후 ‘만

화 원작 활용’은 영화계의 중요한 흐름이 되었고, 독자에게 사랑을 받은 웹툰도 영화로 만들

기에 매력적인 콘텐츠였다. 웹툰 원작의 영상화는 강풀 작가의<아파트>(2006)로 시작되었

다. 강풀의 웹툰 원작은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다. <바보>, <순정만화>,<그

대를사랑합니다>,<통증>,<이웃사람>,<26년>이 바로 그것이다. 윤태호 작가의 스릴러 <이끼

>(2010)도 개봉되어, 관객 3백 만 명을 넘어섰다. HUN작가의<은밀하게 위대하게>(2013)는 

관객 약 7백 만 명을 동원해 웹툰 원작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종규·이윤균 작가의<전설

의 주먹>(2013년), 정연식 작가·감독의<더 파이브>(2013)도 영화로 제작되어 인기를 누렸

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는 현재에도 다양하게 제작 중이거나 제작 기획 중이다. 앞으

로도 역량 있는 웹툰 원작이 많이 발굴되어 영화계의 흥행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웹툰, 뮤지컬이 되다

뮤지컬이나 연극도 적극적으로 웹툰에 손을 내밀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만 꼽아도 강풀 작

가의 <바보>, <순정만화>, 강도하 작가의 <위대한 캣츠비>, 하일권 작가의 <삼봉이발소>, 이

익수 작가의 <새끼 손가락>이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제작되어 공연되고 있다. 2014년에는 

네온비 · 캐러멜의<다이어터>가 연극으로 공연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많은 웹툰 원작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제작되고, 캐릭터 팬시용품으로

도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또한 라인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의 ‘스티커’ 등

에도 웹툰 원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웹툰이 대중문화산업 원천으로 가치를 보여주

는 좋은 현상이다.                     글_박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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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웹툰의 힘

공감으로 다양하게 확산하는 웹툰

웹툰은 정보기술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가 ‘공감(共感)’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웹툰은 공감 

콘텐츠다. 홈페이지에 일상적이고 감상적 이야기를 연재했던 1세대 웹툰은 독자와의 공감

으로 정착되었다. 포털에 연재되는 웹툰도 독자와 공감으로 소통했다. 댓글과 별점, 신인 작

가 발굴 등 포털 사이트의 웹툰 운영방식도 독자와의 공감에 주력했다. 초기 웹툰은 웃음과 

감성을 통해 독자와 공감의 폭을 넓혀갔다. 웃음의 힘은 꾸준히 확대되었고,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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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과 감성의 힘, 현실의 힘

웹툰은 우스개 만화와 감성만화로 시작했다. 우스개 만화(코믹만화 혹은 개그만화)는 가장 

도래된 만화 장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랑만화’로 불리며 60~80년대 많은 사랑을 받았

다. 하지만 명랑만화는 잡지·단행본 만화가 정착되고 일본만화가 수입되던 90년대 들어 급

격히 쇠퇴했다. 이후 명랑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웹툰이었다. 웹툰은 ‘일상툰’

이라는 이름으로 명랑만화의 인기 비결이었던 ‘일상의 웃음’을 복원했다. 웹툰에서 작가들

이 자신의 일상을 가감 없이 이야기로 담아냈고, 일상의 현실감은 많은 독자에게 공감을 얻

었다. 일상툰은 전문적 영역과 캐릭터 구축에도 투자해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주

로 전문적 영역에 뿌리를 내린 웹툰은 일상 보다는 전문분야에서 발견한 리얼리티로 웃음을 

만들기도 했다. 잔잔한 웃음에 로맨스를 더한 만화도 독자의 감성을 자극하며 많은 사랑을 

얻었다. <순정만화>가 흥행하자 ‘만화속세상’에 연재되는 웹툰이 점차 늘어났고, 다른 포털 

사이트도 웹툰 서비스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웃음과 감성이 초기 웹툰을 정착시켰다면, 일상은 웃음과 감성을 화학결합하며 독자와의 공

감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웹툰은 독자의 사랑을 받으며 일상 이야기로 우리 현

실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성과 인권, 노동과 직업, 윤리, 결혼, 요리, 투병생활 등 다양한 사

회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 독자와 공감대를 더 폭넓고, 더 깊게 이어가고 있다.

액션의 힘, 스릴러의 힘, 환타지의 힘

웹툰은 일상의 감성에서 사회문제로, 액션으로, 스릴러와 판타지로 장르가 확산되었다. 액

션은 90년대 소년만화의 인기 장르였던 격투물을 새롭게 해석했으며, 스릴러는 ‘스크롤’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결합해 화재가 되었고, 영화로 드라마로 이어져 꽃을 피웠다. 판타지 

역시 ‘검과 마법’의 전통 판타지만이 아니라 광의의 판타지로 여러 장르와 결합해 웹툰의 새

로운 경향을 선보였으며, 기존 웹툰과 다른 작화를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글_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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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웹툰작가 작업실·제작 영상

웹툰 제작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범 작가의 작업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스토리작업, 2단계: 콘티작업, 3단계: 배경작업, 4단계: 스케치, 5단계: 채색, 

6단계: 채색 및 배경작업

Q.	심리학을	전공하고	웹툰을	그리게	된	동기는	무엇	인가요?

A. 만화를 그리기 위해 인문학을 선택했고 심리학과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만화에 담을지 

고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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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는지요?

A.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체력과 건강 대중과의 소통하는 직업에서 오는 스트

레스를 걱정하십니다.

Q.	그림은	본인	스스로	터득하셨나요?

A.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잘 만들어진 걸작들을 참고해서 따라 그려보고 주변

에 보여주고 많은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만화는 8살때부터 꾸준히 그렸지만, 만화를 전문

적으로 배우고 경쟁하여 그려온 작가들과의 실력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Q.	소재나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는지?

A. 전문소재의 만화라서 전문서적을 많이 참고합니다. 실제사례를 찾아보거나 인터넷 등에

서 많은 소재를 얻습니다. 2차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심층적인 취재를 합니다.

Q.	이종범작가가	생각하는	웹툰의	미래는?

A.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툰이 담고 있는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로 재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에서 모바일로 점차적으로 콘텐츠가 확대됨에 따라서 

결국은 발전할 수 밖에 없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Q.	웹툰작가	지망생과	후배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A.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마다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화를 그린다고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화원고를 그리면 만화가가 된다고 합니다. 당장 만화를 그리라고 말하고 시

작한 작품은 꼭 끝내라는 말도 합니다. 끝내지 않은 작품 10개 보다 비록 완성도는 떨어지더

라고 완성을 하는게 훨씬 더 빨리 성장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완성했다면 꼭 여러 사

람에게 보여주라는 말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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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웅(1971년생) 작가의 작업실을 살펴볼까요? 

1단계. 취재/자료분석, 2단계. 아이디어 회의, 3단계. 스토리 작업, 4단계. 콘티 작업, 

5단계. 스케치, 6단계. 채색작업, 7단계. 편집작업

Q.	출판만화와	웹툰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A. 출판만화의 장점이라면 웹툰과는 달리 책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일본 등 여러 나라에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출판시장은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판시장을 버리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젊은 웹툰작가들

이 출판만화에 대한 베이스를 깔고 웹툰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Q.	출판만화를	하시다가	웹툰을	시작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A. 제작 시스템 자체가 출판만화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출판만화는 페이지의 구성안에 만들어야 하고 웹툰은 스크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해서 형식에 맞추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출판만화는 회차로 구분되고 웹툰은 스

크롤로 구분하기 때문에 힘들었으며 오랫동안 일본에서 출판만화 작가로 활동했지만 웹툰

의 연출방식에 대해 아직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Q.	웹툰	작가	지망생들과	후배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정도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밟고 올

라가야 합니다. 기초부터 하나하나 밟고 지나가야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아주 급합니다. 그

래서 생명력이 아주 짧습니다. 숙성되기 전에 오픈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숙성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자기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데뷔가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웹툰의 제작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최해웅 작가의 작업실을 보면서 간단하게 제작과정을 알아보았고 궁금증을 

해소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웹툰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글_김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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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웹툰 미래를 꿈꾸다

█웹툰체험

칸이 사라진 만화, 시공간을 넘나드는 웹툰

만화에서 칸은 중요한 시공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칸은 만화를 규정짓는 형식 중 하나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은 ‘웹툰’이라는 새로운 콘텐츠가 생기

면서 바뀌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칸과 페이지는 사라지고 ‘프레임(frame)’이라는 새

로운 형식이 생겨났다. 웹툰의 프레임은 현실을 끄집어들이는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웹툰 프레임은 공간 속으로 독자를 끌어들여 몰입시키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낸다. 웹툰

이 기존 출판만화에 비해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으로 전이가 빠른 이유는 웹툰의 프레

임 변화를 들 수 있다. 칸이라는 틀을 100년 넘게 지켜온 우리 만화에서 칸을 벗어나 웹툰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데는 5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만큼 웹툰은 호흡이 빠르고, 변화

된 멀티미디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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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 미래는 작품이다. 

2004년 포털사이트 ‘엠파스(Empas)’에 강도하 작가의 <위대한 캣츠비>가 처음 연재됐다. 

이후 엠파스가 웹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위대한 캣츠비>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으로 

자리를 옮겨 연재되었다. ’위대한 캣츠비‘의 주옥같은 대사들은 웹툰의 새로운 스토리 전형

을 만들며, 웹툰의 격을 한층 높여주었고, 뛰어난 작화능력과 컬러링에서도 미학적 완성도

를 높였다. 과거 만화는 출판물로 독자를 만났기에 시각적인 연출만으로도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었지만, 변화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다양한 연출방식과 효과를 활용해야한다. 

근래에 등장하는 웹툰 중에는 이러한 효과가 담긴 작품들이 나타나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한 웹툰의 미래

웹툰은 디지털로 만들어지고 디지털 방식으로 유통된다. 웹툰은 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진화하는 특성이 있다. 마우스와 스크롤로 이미지를 보는 방식이 대표적인 웹툰 진화 과정

이다. 근래에는 ‘터치 스크린’으로 이미지를 보는 방식이 일반화되었고, 그 중심에는 스마트

폰이 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웹툰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터치스

크린으로 웹툰을 즐길 수 있다. 스마트폰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

에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스마트툰’을 서비스하고 있고, ‘다음’ 역시 

2014년 4월 ‘무빙툰’을 서비스하고 있다. 모션코믹스 플랫폼 ‘곰툰’은 인터랙티브와 멀티미

디어를 결합하여 기존 모션코믹스보다 발전된 모델을 제시했다. 다양한 기술적인 접목이 이

루어지고, 앱이 활성화되면서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폰에 담긴 웹툰의 미래는 더욱 스마트하

게 펼쳐질 것이다.

케이 팝(K-pop)을 잇는 새로운 한류 브랜드 웹툰!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는 ‘올해부터 웹툰 글로벌화를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고 발표

했다. ‘다음(Daum)’ 역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웹

툰 플랫폼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10년이 웹툰의 프레임을 만들어온 시기였다면, 지

금의 웹툰은 글로벌 콘텐츠로 미래를 항해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웹툰 시

장은 2013년 기준으로 1,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성장 속도라면 2015년에는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K-pop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중문화가 된 것처럼, 웹툰의 

준비된 한류 브랜드이자 글로벌 콘텐츠로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글_김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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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대를	사랑합니다		 강풀	 전작	 2007

2		 미생		 윤태호	 전작	 2012

3		 흰둥이		 윤필	 전작	 2010

4		 전설의	주먹	 이종규,	이윤균	 전작	 2010

5		 무림수사대	 이충호	 전작	 2007

6		 다이어터	 네온비,	캐러멜	 전작	 2011

7		 죽음에	관하여		 시노,	혀노	 1화~8화	 2012

8		 닥터	프로스트		 이종범	 1화~8화	 2011

9		 들어는	보았나	질풍기획	시즌	2		 이현민	 1화~8화	 2010

10		 신과	함께	 주호민	 저승편1화~8화	 2010

번호  웹툰제목   작가 이용범위 발표연도

 웹툰대표작 10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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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토크 콘서트

① 웹툰으로 만나는 전문직업 (이종범, 이현민, 2014. 5.28)

이종범, 이현민 작가와 함께 웹툰속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전문직업과, 웹툰작가라는 전문직

업에 대해 관객들과 자유롭고 유쾌한 웹툰작가와의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네이버 웹툰을 통해 <닥터 프로스트>를 발표하고 일약 스타작가로 발돋움한 이종범 작가 본

인의 전공인 심리학을 주요 소재로 한 작품이 바로 <닥터 프로스트>다. 이전에 연재했던 <

투자의 여왕> 역시 증권가의 전문적인 부분을 다뤘으나 여러 가지 경험미숙으로 인해 독자

들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 많은 취재와 웹툰작업의 노하우를 얻게 되

었다는 경험담을 소개했다. 

역시, 네이버 웹툰을 통해 <들어는 보았나 질풍기획!>을 통해 폭발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인기 웹툰작가의 길에 들어선 이현민 작가 역시 본인이 웹툰작가로 데뷔하기 전에 다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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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의 이야기를 다룬 경험담을 관객들과 함께 나눴다. 전문적인 소재를 가볍고, 재미

있는 개그만화의 형태로 희화시키는 과정에서 단순히 웃음을 주기 보다는 전문성이 어떻게 

희화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다.  

두 작가 모두, 만화와 거리가 있는 전공을 했지만 만화에 대한 열정으로 웹툰작가가 되기까

지의 경험담은 많은 이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철저한 고증과 자료조사, 그리

고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지금의 인기 웹툰작가인 두 사람을 만들어 냈다

는 사실을 관객과 함께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두 작가의 현재 근황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종범 작가는 <닥터 프로스트>의 다

음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송DJ와 패널, 각종 강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

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현민 작가의 경우 <너의 목소리를 들어라>의 연재 종료를 앞두고 <

들어는 보았나 질풍기획>의 다음시즌을 준비하면서 각종 대기업의 광고 웹툰과 크고 작은 

외주 작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근황을 통해 웹툰작가라는 직업이 

웹툰연재 작업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여러 가지 엔터테이먼트 산업

과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② 스릴러, 액션웹툰의 모든 것 (강냉이, 황준호. 2014.6.11)

데뷔작인 <폭풍의 전학생>의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일약 스타 웹툰작가로 발돋움한 강냉

이 작가와 <악연>, <인간의 숲>등으로 꾸준히 스릴러 장르를 추구하고 있는 웹툰작가 황준

호를 만났다. 두 작가와의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관객들과 스릴러, 액션이라는 인기장르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독자들을 열광시키는 장르의 노하우, 그리고 작업의 배경을 이야기하

는 시간을 가졌다. 

강냉이 작가의 경우,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웹툰작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외모와 배경

을 가진 작가로 우연한 기회에 웹툰작가로 데뷔하게 된 사연이 많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뉴질랜드에서 태권도 도장을 개설하기 위해 준비 하던 중, 사기를 당하게 되어 한국

에 계속있게 되었고 막막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그림 일러스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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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되어 아마츄어 도전 만화가를 통해 현재의 인기작가가 된 사연이었다. 태권도 공인 

5단인 강냉이 작가가 액션장르를 선택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를 통해 독자들을 

공감시키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는 경험담을 관객들과 나누었다. 

반면, 황준호 작가의 경우 대부분의 작가들과 같이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꾸준한 노력과 투

고의 과정을 거쳐 조금씩 조금씩 더 좋은 기회를 얻어가며 발전한 작가로 스릴러 장르의 특

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현재에도 독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두 작가의 현재 근황은 강냉이 작가의 경우 현재 연재중인 <킥>의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었

으며 역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액션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황준호 작가의 경우 <인간의 숲>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영화화가 준비 중이며, 황준호 

작가가 스토리로 참여한 게임이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빡빡하고 고된 연재 작업중에도 꾸준히 독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계속해서 자신이 가진 작

품의 장르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작가의 자세를 통해서 인기작가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인성

과 노력의 정도를 관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한국의 만화계를 이끌어

갈 젊은 작가들의 노력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함께 보는 것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③ 알도가도 모를 웹툰속 여자들의 심리(김인정, 고아라. 2014.6.25)

  

기존의 순정만화가 아니라 웹툰을 통해 여성향 만화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고 있는 한국

의 대표적인 신인 여류작가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김인정작가는 미디어 다음에서 연재된 <더 퀸 침묵의 교실>을 통해서 그 작품성과 역량을 

인정받으며 혜성처럼 등장한 최근 웹툰계의 가장 주목받는 신인 여류작가가 되었다. 또한 

레진코믹스를 통해서 연재중인 <괜찮은 관계> 역시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꾸준

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치밀한 심리묘사와 빠른 전개, 젊은 20대 여성이 공감

할 수 있는 정서에 아주 적합한 작품으로 만화계에서 보기 드믄 대형신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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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라 작가의 경우, 네이버, 네이트, 다음, 레진코믹스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꾸준한 연재

를 계속해 가고 있는 젊은 여성만화가로 매니아층에게 두터운 지지를 받고 있는 젊은 여성

작가로 손 꼽힌다. 고아라작가의 작품은 젊은이들이 가지는 고민과 방황을 침착하고 따뜻한 

시선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한 독특한 그림체와 서정적인 연출은 웹툰

을 즐기는 매니아층에게 대단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두 명의 여류 작가를 만나 웹

툰속에 드러나는 여자들의 이야기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여자 웹툰작가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폭 넓게 들을 수 있었다. 

두 작가 모두 현재 매니아층이 두터운 작가로 꼽히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김인정작

가는 여자만화가 갖는 특유의 소녀적 감수성을 버리고 진취적이고 현대적인 여성의 모습을 

그려낸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치밀한 심리묘사를 

놓치지 않고 표현하고 있음이 그녀의 작품이 폭넒은 지지를 받는 원인이 되었음에 모든 관

객들이 공감했다. 고아라 작가의 경우, 소재와 주제면에서 기존의 순정만화가 갖던 틀에 박

힌 연애관에서 벗어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언제나 다소 수동적인 느낌의 여성 캐릭터와 

비슷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 느리지만 치밀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정서를 표현하

는데 집중한 것이 지금의 팬들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야기도 변한다. 여자들의 이야기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그렇게 

변해가는 이야기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표현해 인기를 얻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여성작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매우 즐겁고 매력적인 시간이었다. 관객들 역시 

그런 여성작가들의 등장과 그들이 앞으로 보여줄 작품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④ 웹툰 스토리작가를 알려주마(전진석, 시니. 2014.7.9)

   

웹툰이 인기를 끌면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역시 높아져 가고 있다. 웹툰의 인기를 견인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이다. 웹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를 

전문으로 만드는 두 명의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진석작가는 데뷔 15년

차에 만화스토리작가이며 방송인, 평론가, 교육자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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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스토리텔러이다. 반면 시니 작가의 경우 그의 데뷔작 < 죽음에 관하여>를 통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주목받고 있는 만화계에 대표적인 신인 스토리작가이다. 이렇게 경력면

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두 명의 스토리작가가 한 자리에서 본인들의 작품과 이야기를 풀어

갔다. 

전진석 작가는 그의 오랜 작품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트랜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기획, 스토리텔링의 노하우를 이야기했다. 출판만화에서부터 현재의 웹툰

에 이르기 까지 그 차이를 차근 차근 분석해서 연구하고, 어떤 작품들이 그런 매체의 변화에 

잘 대응했는가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관객들에게 전달했다. 관객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웹툰작가 지망생들에게는 아주 귀한 정보가 되었으며, 작가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선

배의 좋은 조언이 되었다. 

시니 작가의 경우 데뷔작 <죽음에 관하여>에 관한 사연들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르바이트

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보게 되면서, 20대 초반의 젊은

이가 보는 죽음이란 무거운 단어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갔다. 또한 현재 학생의 신분으로 본인이 

작품을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구상하고 있는 중요한 주

제들에 접근하는 방법, 작업을 하는 방식등 본인의 일상을 관객들과 함께 나눴던 즐거운 시

간이었다. 

또한 두 작가 모두 스토리작가로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확대하여 웹툰스토리

작가가 겪는 많은 고충들에 대한 공감을 나눴다. 그림과 글로 분리되어 작업하는 애로사항

들과 장점들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관객들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어서 두 작가에 대한 질

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스토리텔링의 시대에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최전선인 웹툰의 스토리작가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탓에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흔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웹툰 스토리작가의 이야기와 삶에 대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가 되었음은 물론, 웹툰 스토리작가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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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웹툰작가들의 뒷이야기(연제원, 억수씨. 2014.7.23)

  

웹툰이 인기를 끌면서 웹툰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그런 이유로 

웹툰계에서 가장 많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명의 웹툰작가를 모시고 웹툰작가

란 어떤 직업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제원 작가는 웹툰작가 최대의 커뮤니티 ‘카툰부머’의 운영자로 웹툰작가만 300여명이 넘

게 가입되어 있는 친목모임을 이끌고 있다. 네이버에 <제페토>를 연재하는 인기작가이면서 

한국만화가협회의 이사로 웹툰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연제원작가를 통해 웹툰작가들의 삶

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억수작가는 네이버 웹툰을 통해 꾸준한 작품을 발표했고 많

은 팬을 거느린 작가로 젊은 웹툰작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1세대 웹툰작가에 해당한다. 그런 

두 작가가 웹툰작가란 직업이 가진 특성과 즐거움, 어려움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다. 

웹툰작가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산다. 어떤 엔터테이먼트 산업도 같은 이유이지만 우선 신

인작가들에게는 생활고와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실

시간으로 덧글이 달리는 웹툰 시스템에서 작가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인 악플과 관련된 이야

기가 나올 때 관객들은 놀라기도 하고 큰 웃음을 짓기도 했다. 악플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게되는 작가들의 삶과 독자들이 만들어낸 작가에 대한 막연한 환상등이 웹툰작가로 살아

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껴졌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워너비들이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무엇보다 

대중의 인기와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는 인기인이 되고, 그에 따른 부와 명예에 대한 꿈도 

웹툰작가란 직업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어떠한 직업이든 빛과 어둠은 있기 마련이다.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하던 웹툰작가란 직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즐거움. 그리고 보람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대중을 즐겁게 하

는 엔터테이너로서, 예술과 문학에 가까운 작가로서 여러 가지 고민과 그에 따른 산업계의 

동향에 관해서도 전반적인 웹툰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웹툰을 잘 모르던 일반 

관객들과 많은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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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웹툰으로 만나는 우리 시대의 판타지(두엽·영인, 원현재. 2014.8.13)

   

만화의 가장 큰 매력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발상에 있다. 그런 자유

로운 발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판타지’란 장르를 통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작가들을 

초대해 우리시대의 판타지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영 · 영인 작가는 두 작가가 콤비를 이뤄 작업하고 있는 웹툰작가 팀이다. 청강문화산업

대학교 만화창작과 동기인 두 사람은 현재 미디어 다음을 통해 < 신사의 집 >을 발표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두엽작가의 전작인 <도사랜드> 한국의 전통 설화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판타지 작가로 자리매김 했다. 원현재 작가의 경우 네이버에 

연재중인 <스페이스 차이나드레스>는 SF판타지라는 특이한 장르로 액션과 개그적인 요소

가 적절히 배합된 작품으로 폭넓은 팬을 가지고 있다. 

두 작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꿈꾸는 판타지란 무엇인가? 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

다. 판타지란 반드시 허무맹랑한 설정과 현실적이지 않은 배경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꿈꾸는 이상적인 현실이 더 판타지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이어졌

다. 두엽 · 영인작가가 연재하는 <신사의 집>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인간

적인 감정들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 시대의 대중이 원하는 판타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배경과 설정이 있는 판타지 역시 현재를 살아가는 

대중들이 공감하는 요소가 바로 판타지를 이루는 배경이 되고 있음에 공감했다. 결국 우리 모

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상과, 꿈꾸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바로 판타지 웹툰이라는 점이다. 

두 작가 모두가 현재의 근황과 앞으로의 포부를 통해서 대중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새롭

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작가의 새로운 

작품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대중들이 꿈꾸는 판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언제나 대중들과 작품으로 소통하는 것이 익숙하지

만 직접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관객들에게나 작가들에게나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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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교육

① 웹툰 스토리 창작

			-	1회	:	2014.	6.13,	6.20,	6.27.	강사	:	이종규

			-	2회	:	2014.	7.25,	8.	1,	8.	8.	강사	:	이종규

 구분 내  용

아이디어와	발상

-	스토리텔링의	기초	개념의	이해	

-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법	

-	웹툰에	적합한	아이디어	발상하기

이야기의	구조

-	재미있는	이야기란?	

	-	이야기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	기본	구성요소가	포함된	이야기	창작하기

실전	콘티	짜기

-	만화와	웹툰	연출의	이해	

	-	웹툰	콘티의	기초적	테크닉

	-	웹툰	콘티	짜기



148

web t o o n

② 웹툰 캐릭터 만들기

			-	1회	:	2014.	8.2,	8.	3.	강사	:	연제원

			-	2회	:	2014.	8.9,	8.10.	강사	:	강소소

 구분 내  용

캐릭터의	구성
	-	캐릭터의	얼굴과	인체의	구성비율과	제작	요령

	-	효과적인	캐릭터	제작	노하우		

캐릭터	꾸미기
	-	잘	만든	캐릭터란?	

	-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는	다양한	효과들	

③ 웹툰 제작 실습

			-	1회	:	2014.	8.	4,	8.	8.	강사	:	두엽,	영인

			-	2회	:	2014.	8.18,	8.22.	강사	:	두엽,	영인

 구분 내  용

캐릭터와	인체

	-	캐릭터의	이해	

	-	얼굴을	그리는	다양한	방법

	-인체를	그리는	방법	

캐릭터의	표현

	-	다양한	캐릭터의	표현

	-	비율에	따른	다양한	인체	그리기	

	-	컬러와	명암에	따른	표현	

웹툰	이미지	구성

	-	웹툰	연출과	구성

	-	배경그리는	법

	-	인물과	배경의	조합	

실전	원고	제작	Ⅰ
	-	수작업과	디지털작업의	차이와	제작방법

	-	원고제작	요령	

실전	원고	제작	Ⅱ

	-	원고	제작과	식자작업	

	-	디지털효과와	다양한	테크닉	

	-	원고마무리와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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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신문

연번  일자   매체명 기사명 

1	 5.	19(월)	 헤럴드경제		 국립중앙도서관,	웹툰의	모든	것	‘올	웹툰’체험전	개최

2	 5.	19(월)	 유니온	프레스	 국립중앙도서관,	웹툰	체험전	‘올	웹툰’	개최

3	 5.	19(월)	 뉴시스	 닥치고	체험	‘올	웹툰’...국립중앙도서관

4	 5.	19(월)	 시사뉴스	 국립중앙도서관,	웹툰	체험전		‘올	웹툰’	개최

5	 5.	20(화)	 독서신문	 국내	최초	‘웹툰’체험전,	‘올	웹툰’	개최...국립중앙도서관

6	 5.	21(수)	 전자신문	 국립중앙도서관,	21일부터	웹툰	체험전

7	 5.	21(수)	 뉴스천지	 웹툰의	다양한	진화	‘웹툰체험전’서	조명

8	 5.	22(목)	 문화일보	 한국	웹툰	10년….대표작품	100개	한자리_중앙도서관	27일부터

9	 5.	22(목)	 아이뉴스	24	 만화창작의	꽃		‘웹툰’	10년사	정리하는	전시회	열려	올	웹툰전	27일

10	 5.	22(목)	 뉴시스	 대한민국	만화창작	역사를	한눈에!	‘올	웹툰’전	개최

11	 5.	22(목)	 한국투데이	 웹툰체험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7일	개최

12	 5.	22(목)	 스카이데일리	 국립중앙도서관서	웹툰의	모든	것	만나다

13	 5.	22(목)	 기독일보	 대한민국	만화창작	역사를	한눈에!...‘올	웹툰’전	개최

14	 5.	23(금)	 전자신문	 도서관,	웹툰을	만나다

15	 5.	26(월)	 세계일보	 국립중앙도서관,	27~8월24일까지	디지털도서관서	웹툰체험전	연다

16	 5.	26(월)	 내일신문	 웹툰체험	‘올	웹툰’	전시회.	국립중앙도서관...작가들과의	토크콘서트

17	 5.	26(월)	 연합뉴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웹툰의	모든	것을	만나다

18	 5.	26(월)	 뉴스1	 웹툰에	관한	모든	것…‘올	웹툰’체험전	국립중앙도서관	27일부터…

19	 5.	26(월)	 아주경제	 국립중앙도서관,	‘올	웹툰’	체험전	27일	개막

20	 5.	26(월)	 아시아투데이	 웹툰의	모든	것,	도서관에서	만나볼까	국립중앙도서관,	‘올	웹툰’

21	 5.	26(월)	 연합뉴스	 ‘웹툰의	역사를	한	눈에’

22	 5.	26(월)	 뉴시스	 작가의	방엔	어떤	물건이

23	 5.	26(월)	 뉴스1	 웹툰	삼매경

24	 5.	26(월)	 아시아경제	 [포토]	웹툰의	역사가	한눈에…

25	 5.	26(월)	 한겨레[	 포토]웹툰의	흐름	한눈에

26	 5.	26(월)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231호.	웹툰	체험전	‘올	웹툰’	개최

27	 5.	26(월)	 YTN	 웹툰	체험전	‘올	웹툰’	개막

28	 5.	27(화)	 연합뉴스	TV	 웹툰의	모든	것...체험전	개막

29	 5.	27(화)	 KTV	국민방송	 웹툰	체험전	‘올	웹툰’	전시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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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	27(화)	 동아일보	 웹툰의	과거	현재	미래	한눈에	본다	오늘부터국립중앙도서관서	체험전

31	 5.	27(화)	 세계일보	25면		 사람들웹툰역사	10년,	보고	직접	그려보세요

32	 5.	27(화)	 시사뉴스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문화콘텐츠인	웹툰	체험	‘올	웹툰’	개최

33	 5.	27(화)	 동아일보	 27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서	체험전

34	 5.	27(화)	 서울신문	 디지털로	만나는	웹툰	생생해요

35	 5.	27(화)	 경향신문	 웹툰...보고,	느끼고,	이야기하고,	만들어도	보자	국립중앙도서관	체험

36	 5.	27(화)	 아시아경제	24면	 문화웹툰은	한류다	8월24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올	웹툰’전

37	 5.	27(화)	 내일신문	21면		 기획국립중앙도서관,	웹툰	체험전	‘올	웹툰’

38	 5.	27(화)	 The	Korea	Heral	 Everything	about	webtoon	on	show	at	national	library

39	 5.	27(화)	 독서신문	 [포토]	웹툰	체험전	‘올	웹툰’	전시	개최

40	 5.	27(화)	 서울시정일보	 [포커스]	웹툰	체험전	‘올	웹툰’	전시회	개막

41	 5.	28(수)	 중앙일보	24면		 종합국립중앙도서관...‘올	웹툰’전	8월24일까지	디지털도서관

42	 5.	28(수)	 조선일보	21면		 문화웹툰	체험		‘올	웹툰’전

43	 5.	29(목)	 한국일보	오피니언	 포토에세이	오프라인	세계로	나온	웹툰

44	 5.	29(목)	 코리안스피릿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웹툰	체험전’

45	 5.	29(목)	 TBS교통방송	 웹툰의	모든	것

46	 5.	30(금)	 MBC	news	 <올	웹툰>	~	8월24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47	 6.	6(금)	 한겨레	23면		 문화국립중앙디지털도서관...웹툰	명작	10년	훑어본	‘올	웹툰전’

48	 6.	9(월)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233호.	웹툰작가와의	토크	콘서트.	

49	 6.	14(토)	 Arirang	 Korea	Today	603회(웹툰	체험전)

50	 6.	16(월)	 프리미엄	조선	 진격의	만화	열풍,	‘웹툰’	전성시대

51	 6.	16(월)	 씨네	21(잡지)	 웹툰에	대한	모든	것	<올	웹툰>전

52	 6.	17(화)	 조선일보		 지역행복plus.	우리	동네	여기_‘올	웹툰’전..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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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26		 YTN	 웹툰	체험전	‘올	웹툰’개막

2	 5.27		 연합뉴스TV	 웹툰의	모든	것...체험전	개막

3	 5.27		 KTV	국민방송	 웹툰	체험전	‘올	웹툰’	전시회	개막

4	 5.29	 	tbs교통방송	 웹툰의	모든	것

5	 5.30		 mbc	news	 <올	웹툰>	~	8월24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6	 6.14		 arirang	 Korea	Today	603회(웹툰	체험전)

7	 6.16		 프리미엄	조선	 진격의	만화	열풍,	‘웹툰’	전성시대

8	 7.22		 KTV	방송	 달라진	웹툰	위한	한자리에

9	 8.13		 아리랑TV	 국립중앙도서관,	웹툰	체험전Korea’s	webtoon	market	
	 	 	 experiences	exponential	growth	over	past	10	years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웹툰이	세계의	웹툰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언제나	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