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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웹툰’은 차세대 한류 주자로 지목되며 해외 진출이 모색되고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문화콘텐츠다. 매체 전환 및 OSMU의 원천 콘텐츠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웹툰의 매체변환 연구가 주로 영화

화와 서사구조의 변용에만 치우쳐있다는 점에 착안, 매체변환 연구 중 상대적으로 

미진한 ‘웹툰의 드라마화 과정에서 캐릭터 유형의 변용’을 연구한 시도이다.

본고에서는 동명의 웹툰이 드라마로 전환된 실제사례를 토대로 웹툰이 드라마

로 매체 변환된 경우에 캐릭터 유형이 어떻게 변용되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

해보았다. 이를 위해 웹툰과 드라마의 매체의 특성을 내재적 ‧  외재적 요소로 나누

어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매체 전환 시 동일한 캐릭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양

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웹툰의 드라마 매체전환 과정에서 서사구조나 캐릭터 프로필의 변화 뿐 

아니라 캐릭터 성격의 변화도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일한 

캐릭터가 같은 서사를 진행하는 매체 전환 과정에서 매체의 내외적인 차이가 특히 

주연캐릭터 유형의 표층 양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길이와 

시간의 제약을 갖는 영화로의 매체 전환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캐릭터를 재연해내

기 위해서는 주연 캐릭터의 기초 성향과 표층 양상을 스토리시간과 담화시간의 적

절한 배치가 요구될 것은 물론이며, 조연 캐릭터에서는 캐릭터로서의 첨예한 기초 

성향 및 표층 양상 재연 및 설정이 있어야 주연 캐릭터의 보조가 아닌 개별 캐릭터로

서의 타당성이 입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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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나의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했지만 많은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고 있

고 드라마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배경인 일상생활을 묘사한 작품을 선택함으로

써 서사의 차이에서 오는 특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주제어: 매체변환, 웹툰, 드라마, 캐릭터 유형, 캐릭터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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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마트폰이 필수매체로 자리 잡으면서1) 대중 미디어 콘텐츠의 판도도 

변화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TV드라마가 대중에게 가장 친근한 스토리

콘텐츠였다면 웹툰은 수용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작

보급의 용이성까지 지니고 있어서 대중의 생활에 더욱 깊이 침투하게 되

었다.2)

최근의 웹툰 사이트는 온갖 서사의 장이라 명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스토리가 혼재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웹툰을 통해 등

장하면서 이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3)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웹툰 원작은 영

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애니메이션 등으로 총 64건으로 리메이크 되

었다. 그 중 영화로 제작된 경우는 29건(45.3%), 드라마로는 14건

(21.9%),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재탄생한 사례는 7건(10.9%), 애니메이션

으로 제작된 사례는 7건(10.9%), 소설로는 5건(7.8%), 만화로도 2건이 제

작되는 등(3.2%) 분다양하게 재제작되었다.4)

국내에서 웹툰이 드라마로 제작된 최초의 작품은 2008년 <메리는 외박

중>으로, 이후 20편이 넘는 웹툰 작품이 드라마 혹은 웹드라마로 매체 전

환되었으며 2018년 현재 <좋아하면 울리는>과 <우리사이느은>이 방영을 

앞두고 있다.5) 이처럼 웹툰 콘텐츠는 기존의 독자층을 시청자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 장면 하나하나가 콘티로서 기능을 한다는 점6), 자원자체가 

1) 미디어스, ｢스마트폰, TV, 라디오 제치고 필수매체 등극｣, 2018.2.1.

2) 네이버는 ‘베스트도전’, ‘도전만화’ 등, 다음은 ‘도전만화’ 등, 대형 포털사이트들은 신규 

웹툰 작가들에게 등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2003년 영화화된 강풀의 <순정만화>를 필두로 현재 드라마로 방영되고 있는 <계룡선녀

전>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웹툰이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플랫폼의 형태로 재생산되었다.

4) 한국콘텐츠진흥원, �드라마 편성 제작, 그리고 내용 분석�, 2015.

5) 팸타임즈, ｢[드라마추천] ‘계룡선녀전’ 말고 또? 김비서, 강남미인 뒤이을 편성확정 ‘웹

툰 드라마’ 6개｣,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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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무진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매체전환을 포함한 OSMU(One source 

Multi use)의 원천 콘텐츠(one source)로 주목 받고 있으며 관련 연구 또

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

웹툰이 매체전환되는 과정에서 스토리와 캐릭터의 변화와 드라마 연출 

효과의 필요성이 증명된 데에 반해8) 지금까지 웹툰 매체 전환에 관한 연

구는 서사 구조의 변화와 영상매체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매체 전환의 

방식 등 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웹툰의 드라마화 과정에서 캐릭터 변화 연구는 정혜지(2015)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9) 정혜지의 연구는 웹툰의 드라마 매체 변환시 ‘캐릭터’

의 변화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캐릭터의 표면적인 프로필 

변화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인 캐릭터 성향의 변화에까지는 착목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적인 캐릭터 변화보다는 캐릭터 성향을 전

재한 ‘캐릭터 유형’에 주안점을 두고 웹툰에서 드라마로의 매체전환 시 

그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웹툰의 캐릭터 성향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매체 전환 과정에서 어떤 유의점을 제공했는지 고

찰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중 종영된 작품으로 최신작이

6) 김경애, ｢웹소설의 전용과 재매개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1권 4호, 한국

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7, 420-421쪽.

7) 옥은희, ｢에피소드 웹툰의 매체 전환에 따른 서사구조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2018; 윤혜영, ｢강도하 웹툰 <세브리깡>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애니메이션 연구�

제6권 3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0, 41-67쪽; 이승진, ｢<전설의 주먹> OSMU

가치 측정 연구｣, �애니메이션 연구� 제9권 2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3, 

102-115쪽; 채희상, ｢웹툰의 매체전환 과정에 관한 연구 :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중심

으로｣, �애니메이션 연구� 제10권 2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4, 194-210쪽; 한

혜경, ｢웹툰OSMU의 방향성과 전략 연구｣, �애니메이션 연구� 제11권 3호, 한국만화애

니메이션학회, 2015, 151-171쪽.

8) 후루카와 유미 ‧ 김경희, ｢웹툰을 활용한 드라마 제작의 매체 전환에 관한 연구｣, �2018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동계학술대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43-247쪽.

9) 정혜지, ｢웹툰에서 드라마로 매체전환 캐릭터 변화 연구｣,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제9

권, 동국대학교 영상콘텐츠연구원, 2015, 7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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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청률에 있어도 주목할 만한 성적을 거둔 <내 ID는 강남미인(이하 

‘드라마 <강남미인>’)>10) 을 대상으로 캐릭터 유형의 변화양상을 논할 것

이다.

<강남미인>은 이른바 ‘강남미인’으로 일컬어지는 성형미인을 주인공

으로 한 작품으로 주인공 캐릭터가 ‘성형’이라는 외적인 조건 변화로 정

체성과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캐릭터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 데에 유용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또한 성형을 비롯

한 외모지상주의, 남녀 성차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담론을 둘러싼 다양

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캐릭터 유형 변화를 살피는 데에 적합

할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웹툰과 TV드라마 매체의 차이

‘웹툰’의 기원 시기에 관해서 웹상에 만화가 처음 업로드된 시점, ‘웹

툰’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점 등으로 다양한 견해가 혼재하나, 2003년 

‘다음 만화 만화속 세상’과 2004년 ‘네이버 웹툰’ 등 대형인터넷포털에서 

만화 연재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 ‘웹툰’이라는 매체가 보편적인 대중

미디어매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웹툰이 종이만화, 출판

만화, 인쇄 만화 등으로 일컬어지는 기존의 만화와 갖는 차별성은 인쇄물

10) 본 연구에서 그 변화양상을 다루고자 하는 <내 ID는 강남미인(이하 ‘웹툰 <강남미

인>’)>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네이버(www.naver.com)에 

연재된 인기 웹툰이다. ‘성형한 태가 많이 나는 미인’이라는 의미의 신조어인 ‘강남미인’

을 주제로 한 이 웹툰은 연재 시작부터 큰 인기를 끌어 2018년 JTBC드라마로 제작되었

다. JTBC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이하 ‘드라마<강남미인>’)은 방영된 기간

(2018년 7월 27일 ~2018년 9월 15일) 동안 5.8%의 최고 시청률(닐슨코리아 제공)을 기

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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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웹상이라는 공간적 조건만이 아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는 세로 진

행방식과 화면을 가로 세로 방향으로 슬라이딩 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프

레임을 재배치하는 표현양식적인 측면이 기존 만화와 구분지어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11) 또한 댓글창 등을 통해 제작자와 수용자

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 웹의 플랫폼 형식이 발전한다

는 점에서 인쇄만화와는 달리 유동적이다. 이렇듯 웹툰과 TV드라마는 고

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만화의 영상화 과정이나 웹툰의 

영화화 과정에서 나타난 매체의 변동성 논의12)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웹툰의 드라마화 과정에서 캐릭터 변용을 살

펴보기 위해 웹툰과 TV드라마의 매체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웹툰은 옴니버스, 에피소드, 스토리 형식으로 분류되고 드라마는 일일

연속드라마, 주간연속극, 단막드라마, 미니시리즈, 역사드라마 등으로 

분류된다.13) 본고의 논의는 스토리형식의 웹툰이 연속극 혹은 시리즈물

의 드라마로 매체 전환되는 과정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웹툰-드라마의 매체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캐릭터 

변용 양상’을 논의하고자 하는 바, 웹툰-드라마 매체의 속성은 캐릭터 변

용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에 앞서 웹툰과 드라마가 갖는 매

11) 이현정, ｢<치즈인더트랩>을 통해 본 웹툰의 매체변환에 대한 이용자 반응 연구｣, �글로

벌문화콘텐츠� 제 27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6, 87쪽.

12) 김용희(2012)는 웹툰과 영화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고 있다.

미디어 웹툰 영화

내용적 성격 일상적 환상적

작품의 공간 평면적 공간 입체적 공간

사건의 전개 짧은 호흡의 전개 긴 호흡의 전개

관객에게 요구하는 것 집중과 몰입 따라가는 것

창작의 성격 작가 1인이 만든 개인적 서사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공동의 서사

매체의 성격 시각적 시각적, 청각적

관객의 역할 능동적 수동적

 

13)장기오, �장기오의 TV드라마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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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속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웹툰과 드라마는 모두 한 회당 완결되는 구조를 가지면서 회차가 모여 

스토리를 구성하는 단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음회로 이끌어

가는 극적인 포인트로 기대감을 고조시켜야 하는 면도 공통적인 부분이

다. 그러나 웹툰의 경우 일반적으로 80~100회차에 나누어 장기간 연재

가 되는 반면 TV드라마는 16-18부작 정도로 그 분절점에 차이가 있다. 

한 회차당 투자하는 구독시간 및 시청 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매체전환에 

있어 고려되는 요소이다. 웹툰이 드라마로 매체 전환되는 과정에서 캐릭

터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웹툰과 드라마의 매체적 특성의 차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웹툰과 드라마의 매체적 특성 차이

 미디어

웹툰 드라마

내

재

적 

요

소

공간 평면적(정지이미지) 입체적(동영상 이미지)

전개 호흡이 비교적 짧은 편 호흡이 비교적 긴 편

성격 주로 시각적 주로 시청각적

사운드
이미지로 제공

제한적 활용
적극적 활용

캐릭터 가상 캐릭터 실제 배우

형식 시간과 길이의 제약이 없음 시간과 길이의 제약이 있음

표현 

수단
문자 및 그림 영상

소재 
비현실적거나 환상적인 소재도 

가능
리얼리티 요소가 더 강함

외

재

적 

요

소

제작 작가가 전반 주도

작가연출가를 중심으로 다수의 

스태프가 협업하는 형태

제작비 출현료 등 비용이 요구됨

관객
주로 적극적

(능독적 참여를 요구)

주로 소극적

(국소적으로 참여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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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듯 평면적인 캐릭터가 실제 배우가 연기하는 영상 속 인

물로 변화하는 과정은 지난하다. 일테면 웹툰에서는 정지된 이미지로 표

현되는 캐릭터의 감정선을 드라마에서는 효과음이나 ost같은 배경음악을 

통해서 감정이입을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14) 제작 과정에서 다수의 

제작진이 참여하는 형태의 제작과정을 통해 캐릭터 유형이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개 ‧ 형식적인 요소는 스토리시간 및 담화시간15)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본고에서는 웹툰과 TV드라마의 내재

적, 외재적 요소가 캐릭터 유형이 재탄생하는 데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고 이에 따른 변화 양상과 그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캐릭터 유형 이론 고찰

크리스토퍼 보글러(Christopher Vogler)는 스토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의 원형을 ‘영웅/정신적스승/관문수호자/전령관/변신자재자/그

림자/협력자/장난꾸러기’의 8가지원형으로 유형화했다. 블라디미르 프

로프(Vladimir Propp)는 수집한 러시아의 민담을 토대로 캐릭터의 유형

을 ‘영웅/악당/증여자/조력자/파견자/공주와 아버지/가짜 영웅’의 7가지

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프로프의 캐릭터 유형은 현대의 

이야기에서도 유용한 범주를 제공하지만 이는 단면적인 구분으로 입체적

인 실제 인물을 설명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안숭범(2018)16)은 스토리 콘텐츠에서 캐릭터 유형의 방법론은 등장인

물이 하나의 캐릭터 유형으로 단순 분류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논점을 들

어 표층 양상과 기초 성향을 구분한 캐릭터 유형의 방법론을 제안했다. 

14) 후루카와 유미 ‧ 김경희, ｢웹툰을 활용한 드라마 제작의 매체 전환에 관한 연구｣, �2018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동계학술대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43-247쪽.

15) 안숭범(2018)은 ‘스토리 시간’을 재생되는 영상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수용자의 현실적

인 시간으로, ‘담화 시간’을 실제로 영상에서 재생되는 시간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16) 안숭범, ｢스토리텔링 기획 ‧ 분석 방법론으로서 ‘캐릭터 동기화 이론’ 연구- 〈도둑들〉

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51호, 인문콘텐츠학회, 2018, 53-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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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캐릭터 유형 분석틀 (계속)

㉠ ㉡ ㉠ ㉢ ㉣ ㉤ ㉣

캐릭터 유형

심

리

적 

토

대

추구

(활용)

가치

부정적 

태도

방어

기제

성격

강점

일상적 

행동패턴
의식 경향

자기인식 

왜곡 양상

(효율적인)

전략가 

외

향

적 

사

고

/

내

향

적 

사

고

/

외

향

적 

감

정

/

내

향

적 

감

정

/

외

향

적 

감

각

/

내

향

적 

실용성

효율성

유능함

계산적

성급함

기계적

일체감, 

부정

개방성, 

호기심
경쟁적

성취 ‧ 

능률 추구 

확장 ‧ 

지배 유형

미화된 

자기와 

동일시 

경향 

(주도적인)

지배자

권력

결단력 

단호함 

권위

호전적

지배욕

과시욕

부정
용감,

리더십

(정의로운)

이상주의자

정의

완벽

도덕성

개혁성 

엄격함

분노

집착

비판적

반응

형성, 

투사

리더십, 

신중함, 

심미안, 

희망, 

통찰

경쟁적 

성취 ‧ 

능률 

추구/협력

적 관계 ‧ 

조화 추구

(헌신적인)

조력자

사랑

인정

이타성

소유욕

이해

요구

질투심

억압

진정성, 

사랑, 

자기

조절, 

겸손과 

겸양, 

감사

협력적

관계 ‧ 

조화 추구 

자책 ‧ 

의존 유형

자기 부정 

경향 

(충직한)

공리주의자

충성

순종 

준비성

수동적

근심

공포

보수적

투사

인내, 

친절, 

자기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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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캐릭터의 심리적 토대, 추구(활용)가치, 부정적 태도, 방어

기제, 일상적 행동패턴, 의식경향, 자기인식 왜곡 양상, 그림자의 발현양

<표 2> 캐릭터 유형 분석틀 (계속)

㉠ ㉡ ㉠ ㉢ ㉣ ㉤ ㉣

(조용한)

평화주의자

감

각

/

외

향

적 

직

관

/

내

향

적 

직

관

조화

지속성
우유

부단

따분함

자아

도취

사회성, 

시민

의식, 

공평, 

중용, 

감사 

(냉철한)

분석가

지적

탐구

지혜

로움

객관화

무정

추상적

오만함

고립

학구열, 

통찰, 

신중함

협력적 

관계 ‧ 

조화 추구/

자족적 

적응 ‧ 

독립 추구
(독립적인)

해결사

자유 

평정심

무갈등

냉정

은둔

극기

동일시, 

부정

인내, 

자기

조절

체념 ‧  

자족 유형

인생에 

대한 

방관자적 

경향

(낭만적인)

몽상가

독창성

창의성 

영감

개성 

유별남

변덕

신경

질적

기복

승화

창의성, 

심미안, 

유머, 

영성

자족적

적응 ‧ 

독립 추구 

(자족적인)

모험가 

즐거움

명랑함

다재

다능

열정

수다

스러움

자기

도취

충동적

독단적

격리, 

합리화

개방성, 

활력, 

심미안, 

유머

*출처: 안숭범, ｢스토리텔링 기획 ‧ 분석 방법론으로서 ‘캐릭터 동기화 이론’ 연구- 〈도둑

들〉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51호, 인문콘텐츠학회, 2018, 53-1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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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등에 착안한 11가지 인물 유형론17)을 제시했다.

본고에서는 표면적인 캐릭터 변화보다는 캐릭터 성향을 전재한 ‘캐릭

터 유형’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웹툰에서 드라마로의 매체전환 시 그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안숭범(2018)의 스토리 콘텐츠에서 캐릭터 유형의 

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표 2>는 안숭범(2018)의 캐릭터 유형 방법론을 앞서 언급한 웹툰-드

라마의 캐릭터 분석에 용이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

자 하는 <강남미인>의 배경은 지극히 일상적 공간이라는 점을 주로 염두

에 두었다. 추구가치와 부정적 태도에 주로 발견되는 일부분만을 취해서 

웹툰 <강남미인>과 드라마<강남미인>의 캐릭터 유형 분석에 용이하게 재

구성했다. ‘(조용한)평화주의자’의 부정적 태도 중 하나인 ‘야합’이나 

‘(독립적인)해결사’의 부정적 태도 중 하나인 ‘금욕’은 일상적 공간을 다

룬 텍스트에서 흔히 발견되는 덕목과는 거리가 멀어 삭제했다. 또 현실적

으로 극히 드문 캐릭터인 ‘(초월적인)예언자’유형을 제외했다. 안숭범

(2018)에서 역시 ‘(초월적인)예언자’의 예로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나 

<해리포터>의 덤블도어를 들며 현실에서 만나기 힘든 캐릭터 유형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정의로운)이상주의자’의 경우 ‘경쟁적 성취 ‧ 능률 

추구/협력적 관계 ‧ 조화 추구’유형 중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으며 의식 

경향에 있어서 스토리 맥락에 따라 ‘확장 ‧ 지배 유형/자책 ‧ 의존 유형’중 

어디에도 속할 수 있으며 ‘(냉철한)분석가’와 ‘(독립적인)해결사’ 유형 스

토리콘텐츠의 성격과 목적, 개성에 따라 ‘협력적 관계 ‧ 조화 추구/자족적 

적응 ‧ 독립 추구’ 사이에서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본고의 분석대

상인 <강남미인>의 경우 일상적 행동 패턴이 주를 이루는 담화 시간이 많

아 의식 경향이 유동적으로 혼재될 가능성이 더욱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의 용이를 위하여 ‘(정의로운)이상주의자’의 의식경향을 ‘경쟁적 성

17) (효울적인)전략가. (주도적인)지배자, (정의로운)이상주의자, (초월적인)예언자, (헌신

적인)조력자, (충직한)공리주의자, (조용한)평화주의자, (냉철한)분석가, (독립적인) 해

결사, (낭만적인)몽상가, (자족적인) 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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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 능률 추구/협력적 관계 ‧ 조화 추구’를 추합해서 추가했으며, ‘(냉철

한)분석가’와 ‘(독립적인)해결사’의 일상적 행동 패턴 역시 편의상 두가

지 행동 패턴을 함께 표기했다.

‘성격 약점 덕목’에 있어서 ‘부정적 태도’, ‘방어기제’, ‘자기인식 왜곡 

양상’을 취했으며 ‘그림자의 발현양상’은 제외했다. ‘그림자의 발현양상’

으로 제시된 ‘승리감에 몰입’이나 ‘현상유지에 집착’ 등의 내용은 본고에

서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서사와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부

정적 태도’, ‘방어기제’, ‘자기인식 왜곡 양상’만으로 캐릭터의 성격 약점

을 분석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본고에서는 <표 1>의 캐릭터 유형 방법론을 사용하여 동기화 매커니즘

에 따라 웹툰 <강남미인>과 드라마<강남미인>의 캐릭터 유형 양상을 분

석해보고자 한다.

III. 방법론 적용을 통한 웹툰 <강남미인>과 드라마 <강남미인>의 

인물 분석

1. 방법론 적용을 통한 웹툰 <강남미인>과 드라마 <강남미인>의 인물

유형 분석

웹툰 <강남미인>과 드라마<강남미인>의 주인공은 미래, 경석, 수아 세 

인물로 동일하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주인공 캐릭터를 제외한 캐릭터를 

‘조연 캐릭터’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웹툰에서는 주인공 캐릭터

(미래, 경석, 수아)를 제외하고 경석의 엄마인 나혜성과 미래를 좋아하는 

학교 선배 연우영이 비중 있게 등장한다. 이 외에도 찬우, 유은, 정분, 원

호 등이 학교 친구로 등장한다.18) 드라마 <강남미인>에는 주인공인 미래

18) 다수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 대사가 열 번 이하에 그치거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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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향 분), 경석(차은우 분), 수아(조우리 분)를 포함해 미래의 엄마와 

아빠, 경석의 엄마와 아빠, 여동생, 학과 선배 및 친구들이 조연캐릭터로 

등장한다.

<표 3> 웹툰 <강남미인>과 드라마 <강남미인>의 주인공 캐릭터 유형 분석

웹툰 캐릭터 
캐릭터 유형

기초 성향

캐릭터 유형 

표층 양상
드라마 캐릭터

캐릭터 유형

기초 성향

캐릭터 유형 

표층 양상

미래

(헌신적인) 

조력자

(충직한)

공리주의자

미래

(헌신적인)

조력자

(주도적인)

지배자 

경석

(헌신적인) 

조력자

(정의로운) 

이상주의자

경석

(헌신적인) 

조력자

(정의로운) 

이상주의자

수아

(헌신적인) 

조력자

(헌신적인) 

조력자

수아

(헌신적인) 

조력자

(주도적인)

지배자

 

주인공 ‘미래’와 ‘수아’, ‘경석’은 모두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

고 있는 인물이다. 미래의 경우 어렸을 적 못난 외모를 성형으로 탈바꿈

하면서 성형미인으로 거듭난다. 수아는 원래부터 예쁜 외모를 지녔으나, 

유년시절에는 자신을 꾸밀 줄 몰라서 외모 때문에 피해를 본 경험을 가지

고 있다. 수아 역시 미래처럼 외모를 변화시킨 경험이 있으나 오히려 ‘성

경우는 캐릭터 성향 분석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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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경석은 어린 시절 부모

님의 이혼이 엄마의 예쁜 외모 탓이라고 오해를 해서 외모를 중시하는 사

람들을 혐오하게 된다. 이들은 각각 ‘외모’와 ‘성형’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사랑’이나 ‘인정’을 추구하고 각각 다른 대상이기는 하지

만 이를 통해 소유욕과 이해요구 등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헌신적

인)조력자’의 기초성향을 보인다.

주인공인 강남미인 미래는 캐릭터의 탄생 배경 자체가 이러한 상처에

서 비롯된다. 어렸을 적부터 못생긴 외모로 놀림과 괴롭힘을 받는 장면이 

웹툰 초반에 비중있게 다루어지며 ‘강남미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하게 

성형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이러한 유년기를 거치며 미래는 주목받

지 않는 평범한 삶을 추구하게 되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미래는 성형미인

이라는 또다른 관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웹툰과 드라마에서 

동일하게 표현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미래의 표층 양상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형태로 발현된다. 웹툰과 드라마에서 같은 에피소드를 다루는 여러 

장면에서 표층 양상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선배인 찬우가 

미래에게 고백을 하고 대답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웹툰의 미래는 찬우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억지로 받아들이는 반면 드라마에서는 “선배님은 선

배님으로만 생각하고 싶습니다.”라는 대사를 통해 단호하게 거절한다. 

또, 부당한 대우를 당한 미래가 찬우에게 화를 내는 장면에서 역시 웹툰에

서는 엉겁결에 찬우를 때려놓고 자신의 실수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어따대고 쌍욕이에요!”라고 하며 용감하게 맞선다.

웹툰 <강남미인>의 미래는 수동적인 태도와 공포, 근심 등의 태도를 보

이는 ‘(충직한)공리주의자’의 표층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드라마 <강

남미인>의 미래는 결단력을 가지고 단호한 행동을 보이는 ‘(주도적인)지

배자’ 캐릭터로 볼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서 추가된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래가 학교 오티에서 나서서 장

기자랑을 하거나 자신을 따라온 스토커를 응징하는 장면에서 ‘(주도적인)

지배자’가 가지는 리더십과 용기 등의 성격강점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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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강남미인> 웹툰 <강남미인>

<그림 1> 주인공 ‘미래’의 사례

*출처: 네이버 웹툰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6화 캡처, JTBC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3회 캡처

남자주인공인 ‘경석’은 초반 에피소드들을 통해 ‘(정의로운) 이상주의

자’로의 양상을 보인다. 웹툰과 드라마에서 수아가 눈치 없는 척 미래를 

곤경에 빠뜨리는 장면이나 찬우가 미래에게 고백을 했다가 수아의 말을 

듣고 말을 바꾸는 장면 등에서 경석은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비판적 태

도를 서슴지 않는다. 통찰력 있는 심미안을 통해 극중 주변인물들이 파악

하지 못하는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만의 엄격한 방법으로 정의

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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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강남미인> 웹툰 <강남미인>

<그림 2> 주인공 ‘경석’의 사례

*출처: 네이버 웹툰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12화 캡처, JTBC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3회 캡처

웹툰의 수아는 유년시절 사랑과 인정을 추구했고 대학교에 입학한 이

후가 묘사되는 담화 시간동안 소유욕과 질투심의 부정적 태도가 발현된 

전형적인 조력자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드라마에서의 수아는 웹툰과 달

리 실제로는 빌라에 살지만 고급아파트에 사는 척 자신을 포장하는 장면

을 통해 과시욕과 지배욕을 보이는 ‘(주도적인) 지배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연으로 분류된 인물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인물은 도경석의 엄마인 

‘나혜성’과 미래를 좋아하는 선배 ‘연우영’이다. ‘연우영’은 미래와의 관

계를 통해서만 성향을 파악할 수 있지만 ‘나혜성’은 어린 시절부터 결혼

생활까지 이르는 긴 스토리시간을 통해 구체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인물

이다. 웹툰 <강남미인>에서 나혜성은 어린시절부터 결혼생활까지 이어지

는 스토리시간을 통해 지적탐구에 대한 열의와 높은 학구열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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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분석가’로 분류가 가능하다. 현재의 나혜성은 향수 관련 일에 

종사하면서 독창성과 창의성을 드러내는 개성적 인물로 ‘(낭만적인) 몽상

가’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드라마 <강남미인>의 나혜성(박

주미 분)은 주인공인 미래에겐 조력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며 아들과 딸을 

향한 사랑과 이해요구가 두드러지는 ‘(헌신적인) 조력자’로 판단되는 인

물이다. 나혜성의 경우, 드라마에서는 결혼생활에 대한 스토리시간보다

는 자살하는 미래를 도와줬던 미래와의 에피소드가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 ‘(냉철한) 분석가’로서의 기초 성향은 파악되지 

않는다. ‘연우영’은 웹툰이 드라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 대폭 

확대되고 표면적인 프로필도 가장 많은 수정을 거친 인물이다. 웹툰 <강

남미인>의 연우영은 생물학과로 전과한 한 학번 선배로 등장하는데 드라

마 <강남미인>에서는 다섯 살 많은 같은 과 조교로 설정되어있다. 웹툰 

<강남미인>에서 연우영은 미래와의 관계 속에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물로 길지 않은 담화시간 안에서만 성향 추측이 가능하지만 자신의 가

치관이나 성격을 소신 있게 드러내며 ‘(주도적인) 지배자’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드러낸다. 드라마 <강남미인>에서 화학과 조교 선배로 등장하는 

연우영(곽동연 분)은 선배다운 지혜로움과 신중함을 보이는 인물로 ‘(냉

철한) 분석가’의 모습을 보인다. 또 화학과 조교로서 동기인 찬우나 후배

들의 잘못된 행동에 반응하는 모습에서 엄격하고 비판적인 리더의 모습

을 지니고 있어 ‘(정의로운) 이상주의자’로서의 행동패턴도 가지고 있다

고 판단된다. 찬우 역시 독자적인 에피소드가 주어지는 인물은 아니나 주

변인물들의 증언을 주인공인 미래와 경석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 과거 시

간에서 보였던 행동 등을 통해 기초 성향이 ‘(헌신적인) 조력자’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언급한 인물 외 학과 친구들과 경석의 아버지 같은 경우 입체

적인 인물로까지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구하는 가치나 성격감정 등

을 통해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웹툰 <강남미인>의 조연 캐릭터의 유형

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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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웹툰 <강남미인>의 조연 캐릭터 유형 19)

캐릭터 캐릭터의 기초 성향 캐릭터의 표층 양상

나혜성
(냉철한)
분석가

(낭만적인)
몽상가

연우영
(주도적인)

지배자
(주도적인)

지배자

찬우
(헌신적인) 

조력자
(주도적인) 

지배자

정분
(독립적인) 

해결사
(자족적인) 

모험가

유은
(정의로운) 
이상주의자

(정의로운) 
이상주의자

원호
(충직한) 

공리주의자
(충직한) 

공리주의자

예나
(헌신적인) 

조력자
(헌신적인) 

조력자

도상원
(주도적인) 

지배자
(주도적인) 

지배자

드라마 <강남미인>에는 주인공인 미래(임수향 분), 경석(차은우 분), 

수아(조우리 분)를 포함해 미래의 엄마와 아빠, 경석의 엄마와 아빠, 여동

생, 학과 선배 및 친구들이 조연캐릭터로 등장한다. 경석의 아버지로 등

장하는 도상원(박성근 분)은 하는 국회의원으로 권력을 좇고 권위를 추구

하는 ‘(주도적인) 지배자’로서의 성향이 두드러지지만 사랑과 인정을 그

리는 모습이 자주 그려진다. 미래의 아버지(우현 분)와 어머니(김선화 분)

는 미래에 대한 부성, 모성애가 지극한 인물로 극중 ‘(헌신적인)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표층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아버지(우현 분)

는 택시운전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아온 인물인데 

성형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가 성형수술한 사

실을 알고 강한 분노와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어머니는 그저 미래

의 선택을 존중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행한다. 드라마 <강남미인>

에서 주인공들을 둘러싼 친구 중 가장 비중이 많은 역할은 유진과 현정이

19)담화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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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진은 경석의 단짝친구로 현정은 미래의 단짝친구로 각각 등장하는

데 이들의 직업 및 성향을 미루어 각각 모험가와 몽상가로 분류가 가능하

다. 드라마 <강남미인>의 조연 캐릭터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드라마 <강남미인>의 조연 캐릭터 유형 20)

캐릭터 
캐릭터 유형
기초 성향

캐릭터 유형 
표층 양상

연우영
(냉철한) 
분석가

(정의로운) 
이상주의자

나혜성
(헌신적인)
조력가

(헌신적인)
조력가

도상원
(헌신적인) 
조력자

(주도적인) 
지배자

유진
(자족적인) 
모험가

(자족적인) 
모험가

도경희
(헌신적인) 
조력자

(헌신적인) 
조력자

강태식
(헌신적인) 
조력자

(정의로운)
 이상주의자

나은심
(헌신적인) 
조력자

(헌신적인) 
조력자

오현정
(낭만적인) 
몽상가

(헌신적인)
 조력자

찬우
(주도적인) 
지배자

(조용한)
 평화주의자

정분
(자족적인) 
모험가

(자족적인) 
모험가

유은
(조용한) 

평화주의자
(조용한)

 평화주의자

지효
(충직한) 

공리주의자
(충직한) 

공리주의자

원호
(헌신적인) 
조력자

(충직한) 
공리주의자

예나
(헌신적인) 
조력자

(헌신적인) 
조력자

성운
(충직한) 

공리주의자
(충직한)

 공리주의자

20)담화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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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캐릭터의 변화뿐 아니라 동일 캐릭터에 있어서도 캐릭터 성

향에는 빈번한 변화가 존재한다. 웹툰과 드라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조연캐릭터의 유형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웹툰과 드라마 <강남미인>의 캐릭터 유형 변화 양상

캐릭터 

웹툰 <강남미인> 드라마 <강남미인>

캐릭터 유형

기초 성향

캐릭터 유형 

표층 양상

캐릭터 유형

기초 성향

캐릭터 유형 

표층 양상

나혜성
(냉철한) 

분석가 

(낭만적인) 

몽상가

(헌신적인)

조력자

(헌신적인)

조력자

도상원
(주도적인) 

지배자

(주도적인) 

지배자

(헌신적인) 

조력자

(주도적인) 

지배자

연우영
(주도적인) 

지배자

(주도적인) 

지배자

(냉철한) 

분석가

(정의로운) 

이상주의자

찬우
(헌신적인) 

조력자

(주도적인) 

지배자

(주도적인) 

지배자

(조용한)

 평화주의자

유은
(정의로운) 

이상주의자

(정의로운) 

이상주의자

(조용한)

 평화주의자

(조용한)

 평화주의자

정분
(독립적인)

 해결사

(자족적인) 

모험가

(자족적인) 

모험가

(자족적인) 

모험가

원호
(충직한) 

공리주의자

(충직한) 

공리주의자

(헌신적인) 

조력자

(충직한) 

공리주의자

예나
(헌신적인)

 조력자

(헌신적인) 

조력자

(헌신적인) 

조력자

(헌신적인) 

조력자

<표 6>은 캐릭터 성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웹툰과 드라마에 공통

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만 표기한 결과이다. 확인하는 바와 같이 캐릭터 유

형의 변화는 주연캐릭터보다는 조연캐릭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웹툰과 드라마에 같은 이름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의 경우 성향 변화가 드

라마에서 더 입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많다. 조연 캐릭터들의 캐릭터 성

향은 주인공 캐릭터와의 관계망 속에서 주인공 캐릭터의 성향을 뚜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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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언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아 많은 변화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2. 웹툰의 드라마화 과정에서 나타난 인물 유형 변화의 의미

웹툰 <강남미인>이 드라마<강남미인>으로 매체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

본이 되는 주인공 미래와 경석이 가지고 있는 서사는 크게 변하지 않음에 

따라 캐릭터의 기초 성향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미래의 경우 웹툰에서

는 ‘(충직한)공리주의자’의 성향을 가지고 다소 순정적이며 수동적인 모

습을 보이지만, 드라마에서는 단호하며 용감하고 리더십있는 모습을 보

여서 표층양상이 변화했다. 긴 지면을 통해 전개한 에피소드들이 드라마

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설득력 있는 묘사를 위해 

캐릭터 표층 양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음으로 풀이된다. 

웹툰과 드라마에서 가장 큰 캐릭터 성향의 차이를 보이는 인물은 ‘수

아’다. 웹툰 <강남미인>에서와는 달리 드라마 <강남미인>에서는 ‘수아’

의 유년기시절은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는다. 웹툰 <강남미인>에서는 수

아가 유년시절 가정내 상처를 경험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만 

드라마에서는 어린 시절 수아를 버렸던 엄마와의 재회 장면이 잠깐 묘사

될 뿐이다. 이러한 배경의 차이는 결론적으로 수아의 캐릭터 유형에도 영

향을 미친다. 웹툰에서는 어린 시절 결핍으로 인해 사랑을 추구하는 면모

가 두드러졌다면 드라마의 수아는 ‘애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기를 누림

으로써 얻게 되는 권력을 추구하는 ‘(주도적인)지배자’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과 주인공을 곤란에 빠트리는 악역에 가까운 다

른 주연 캐릭터가 같은 기초성향과 표층양상으로 발현된다는 점을 통해 

같은 성향을 가진 캐릭터라고 해도 부정적 태도나 방어기제가 발현되는 

형태에 따라 전혀 다른 스토리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수아’의 캐릭터 변용 역시 시간과 길이의 제약이라는 드라마의 형식

적 제약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수아의 행동에 대한 기반을 웹툰에서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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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긴 시간에 걸쳐 어린 시절부터 묘사를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수아를 

단독으로 묘사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조연인 수아의 스토

리 시간을 길게 묘사할 외재적인 조건의 부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앞서 언급한 ‘연우영’의 역할 변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웹툰에서는 미래를 좋아하며 쫓아다니는 역할로 주로 미래와의 관계만을 

그리고 있지만 드라마에서는 미래의 단짝친구 현정의 짝사랑대상이며 경

석의 룸메이트, 찬우의 동기 등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에피소

드에 개입하는 ‘연우영’의 캐릭터 변화는 드라마의 내외재적인 조건이 캐

릭터의 유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웹툰이 드라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서사를 차용하더라도 매체

의 차이에 따라 유형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캐릭터는 ‘나혜

성’이다. 드라마화 과정에서 경석의 엄마 역할인 ‘나혜성’은 ‘연우영’과는 

달리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서사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유형은 변화했다. 웹툰과 TV드라마에서 각각 성격강점을 짐작할 

수 있는 묘사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웹툰에서 드라마로의 매체 전환 과정에서 특히 조연 캐릭터는 

많은 변화가 눈에 띈다. 조연 캐릭터는 새롭게 발생하기도 하고 그 역할

이 확대 혹은 축소되기도 했다. 웹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드라마에 새롭

게 출연한 캐릭터는 미래의 친구인 오현정(도희 분)과 경석의 친구인 유

진(이태선 분)이다. 이들은 주연캐릭터의 캐릭터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부가적인 역할로 창조된 캐릭터이면서도 자신만의 서사를 가지고 독자적

인 캐릭터 성향을 구축한다. 시각적인 문자와 그림으로 주인공의 내면을 

묘사할 수 있는 웹툰과 달리 실제 배우가 연기하는 드라마에서는 주로 대

화라는 청각적 요소로 생각을 묘사해야 되는 표현 수단 및 공간적인 내재

적 원인에서 이들 캐릭터의 설정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미래의 가족이나 

경석의 가족도 매체 전환을 거치며 그 역할이 대폭 확대된 것도 같은 맥

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경석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웹툰에서는 존재 정

도만 언급되는 인물이나 드라마에서는 독자적인 서사구조와 캐릭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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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인물이다. 경석의 아버지인 ‘도상원(박상근 분)’ 역은 웹툰에서 

‘주도적인 지배자’로의 모습만 보이지만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 서사가 추

가되면서 표층 양상이 ‘조력자’로 확인되는 입체적인 역할로 변화했다. 

미래의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다. 미래의 아버지는 웹툰에서는 미래의 성

형을 찬성하는 장면이 한번 등장할 뿐이지만 드라마에서는 미래의 성형

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역할로 등장한다.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변화는 

제작과정의 외재적 요소들이 작용해서이기도 하고 문자로 풀어서 설명이 

가능한 캐릭터의 행동패턴을 드라마에서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설득하

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로도 풀이된다.

IV. 결  론

웹툰이 드라마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캐릭터 성격의 변화는 다양한 양

상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웹툰의 매체변환 연구가 주로 영화화와 서사구

조의 변용에만 치우쳐있다는 점에 착안, 매체변환 연구 중 상대적으로 미

진한 웹툰의 드라마화 과정에서 캐릭터 유형의 변용을 연구한 시도이다.

본고에서는 실제 사례를 들어 웹툰이 드라마로 매체 변환된 경우에 캐

릭터 유형이 어떻게 변용되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 웹툰과 드라마의 매체의 특성을 내재적 외재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

하고 매체 특성에 기반하여 매체 전환 시 동일한 캐릭터가 어떻게 변화하

는지 그 양상을 분석했다. 매체의 내외재적 차이는 주인공 캐릭터보다는 

조연캐릭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인공 캐릭터에

서는 기초 성향보다는 표층 양상에 있어 캐릭터 성격의 변화가 두드러졌

지만 조연캐릭터의 경우 기초 성향 및 표층 양상의 변화가 모두 눈에 띈

다. 웹툰에서 제시된 스토리시간의 경우 주연의 경우 짧게라도 묘사가 되

는 반면 주조연 캐릭터의 담화 시간은 매체 차이에서 오는 내재적 외재적

인 영향을 지난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연유에서다. 웹툰이 드라마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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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캐릭터가 가진 서사가 변화하지 않고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캐

릭터 유형은 변화할 수 있다는 다소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다.

웹툰의 드라마화가 확정되고 방영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시청자로 흡수

된 웹툰 독자층은 캐스팅을 비롯한 캐릭터의 프로필 설정에 관심을 갖지

만 드라마 종영까지 시청을 지속하는 것은 캐릭터로 재탄생한 기존 웹툰

의 캐릭터가 드라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기인한다. 실제로 드라마

화된 웹툰의 경우, 종영시점에 원작의 캐릭터를 잘 살리지 못했다는 시청

자들의 뭇매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 본고에서는 그 원인이 캐릭터 유형 표

층 양상 변화에 있음을 확인했다. 동일한 캐릭터가 같은 서사를 진행하는 

매체 전환 과정에서 매체의 내외적인 차이가 특히 주연캐릭터 유형의 표

층 양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웹툰 원작 드라마가 지속

적으로 성공하려면 원작과 비슷한 외모의 배우를 캐스팅하고 동일한 프

로필의 캐릭터를 설정하는 것보다 주연 캐릭터 유형의 표층 양상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연 캐릭터의 기초 성향과 표층 양상을 스토리시간과 

담화시간의 적절한 배치가 요구될 것은 물론이며, 조연 캐릭터에서는 캐

릭터로서의 첨예한 기초 성향 및 표층 양상 재연 및 설정이 있어야 주연 

캐릭터의 보조가 아닌 개별 캐릭터로서의 타당성이 입증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하나의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했지만 많은 사회적 담론을 제

시하고 있고 드라마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배경인 일상생활을 묘사한 

작품을 선택함으로써 서사의 차이에서 오는 특수성을 배제하고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웹툰의 

드라마화 과정에서 나타난 캐릭터 변화의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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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ning of Character Development of Webtoon 

Dramas in Reforming 

- Focused on ‘Gangnam Miin’ -

Kim, suri

Nowadays webtoon is one of the most attractive contents that seems the 

next generation Hallyu runner. Also, webtoon in korea is more and more 

development and famous. So, we can find webtoon based TV dramas and 

films easily. There are so many studies on webtoon based reformatting films 

and dramas. But only few studies focused on Character reformatting. This 

study is about ‘Meaning of Character development of Webtoon dramas in 

reforming’.

Unlike most previous studides this study focused on charcater-reforming. 

In the reforming , the structure of characters are changed to each media’s 

characteristics. This story shows the character changes. This study analyzed 

factors which can affect reforming. For example while the drama, the 

narration and conflict can be simplified in the process of reformatting 

through the omission of some characters.

This study analyzed characaters in ‘Gangnam miin’ that is one of the 

most recently produced drama based in webtoon. For this analyzation, at 

first, it is explained that what the difficulties among the TV drama media 

and webtton. Next, using character synchronization theory as a methodology 

the planning and analysis of storytelling, the characters are analyzed. 



132  문화콘텐츠연구 제15호

To summariz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reforming affected the 

character change so much. This study show how the characters in webtton 

changes the characers in drama. Main characacters and supporting role have 

the different change.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main characacters and 

supporting role needs each demands.

This is the try of the research about character change, so it is hope of 

more follow-up research involved in characater change.

Key Words : webtoon, Drama, reformatting character, Gangnammiin, 

reforming me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