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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케냐 출신의 응구기 와 씨옹오 Ngugi wa Thion’o는 일찍이 자신
의 저서인 뺷마음의 탈식민지화뺸에서 식민지 지배국의 문화적 침략
을 비판하며 “제국주의가 실제적 일상적으로 가하고 휘두르는 가장
큰 무기는 문화폭탄”1)이라고 주장한다. “문화폭탄의 영향력은 한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1854).
1) Ngugi wa Thion’o, Decolonising the mind, 은구기 와 씨옹오, 뺷마음의 탈식민지화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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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자신의 이름, 언어, 환경, 그들의 투쟁유산, 그들의 결속, 그
들의 능력, 종국적으로 그들 자신에 대해 갖는 믿음을 무력화시킨
다”2)는 데에 있다. 이 문화 폭탄들 중 만화는 다양한 폭의 독자층을
거느린 대중문화이자,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사랑받는 매체
이다. 그러나 유년기로부터 다양한 시각 매체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사고 작용이나 판단력의 미숙함으로 인해 만화 속에 등장하는 특정
문화나 인종, 이념이나 사상에 관한 편견을 형성해 나갈 위험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최근까지 지속되었던, 벨기에 만화가 에르제 Hergé
의 뺷콩고에 간 땡땡 Tintin au Congo뺸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상기해
볼 때 우리는 은구기 와 씨옹오가 언급했던 ‘문화폭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며, 만화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특정 문화
의 이미지가 얼마나 강한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게
된다. 본 연구가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기존의 서구적 시
각에서 묘사된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쇄신하기에 적합한 매체로 만
화를 선택한 것 또한 이런 이유에서이다.
진정한 아프리카 만화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프리카의
독립이 선행 과제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에르제를 통해 재현되었던
당시 벨기에인들의 식민지를 향한 시선은 1930년대에서 1950년대
벨기에 만화의 대가들이라 불리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반복적으
로 재생되었으며, 우연찮게도 이 시기는 벨기에 만화의 황금기와도
일치한다. 이 같은 자국에서의 인기몰이로 인해 벨기에 만화는 프랑
스에 상륙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며, 벨기에와 프랑스는 서로
다른 식민지들을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화시장에서만큼
은 협력관계를 고수하며 전 유럽에서 통용될만한 만화의 코드를 형
성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은연중에 프랑스령 아프리카와 벨기에령
박혜경 옮김, 수밀원, 2006, p. 13.
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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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간의 문화적 차이는 배제되고, 그들 간의 경계도 서서히
모호해져 결국 벨기에령 콩고는 마침내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전반
을 대변하는 이미지로 자리한다. 이로 인해 유럽 만화 속에서 묘사
된 흑인들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고국에서조차 주변인으
로 간주되는 소외계층으로 드러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벨기에 만화의 전성기인 1930년대부터, 프랑
스에서 시작된 ‘네그리튀드(Négritude)’ 운동으로 말미암아 아프리
카 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진다. 비록 영토상으로는 식민지였
을지라도, 그들 문화의 뿌리를 찾아 정립하고자 하는 정신적 혁명이
또한 이 시기에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만화는
아직 그래픽 예술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점하고 있지 못했던 까닭에
네그리튀드 운동을 주도할 힘을 갖지 못했음이 사실이다. 1960년대
아프리카 식민지들이 하나 둘 독립을 쟁취하게 되자 비로소 독립된
영토와 독립된 정신을 기반으로 한 아프리카인들만의 예술이 탄생
한다. 따라서 1960년대를 아프리카 만화의 본격적 탄생 시점으로 설
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만일 문학적 운동으로부터 출발했
던 1930년대 네그리튀드 운동이 그 후 30여 년에 걸쳐 아프리카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정신적 토양을 마련해야 했다면, 어쩌면 1960년
대를 기점으로 선보인 아프리카 만화가 이른바 서양의 문화 제국주
의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데에 역시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
다. 본고에서 ‘그래픽 네그리튀드(Négritude Graphique)’3)라 지칭한
이 운동은 이에 대한 본격적인 각성을 겪게 되는 1990년대 - 즉 식
민지 독립 이후 30여 년이 흐른 뒤인 - 를 거쳐, 아프리카인들이 비
로소 그 땅의 진정한 주인공인 자신의 눈으로 본 아프리카를 그리고
3) ‘그래픽 네그리튀드(Négritude Graphique)’란 본 연구를 위해 구상한 신조어로,
1930년대 있었던 네그리튀드 운동이 어떻게 문자적 텍스트를 벗어나 보다 현대적
매체인 만화를 통하여 아프리카 본연의 이미지와 정신성을 회복하고, 이를 전 세
계에 알리는 작업으로 연장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필자가 제시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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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합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진행 중인 운동이다. 그리고 여기에
는,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수학한 아프리카 작가들이 유럽권 만화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인 측면이 아닌 만화의 형식적인 차원
에 있어서도 아프리카의 고유한 스타일을 구축하고 아프리카에 대
한 진정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져 있다.
이 같은 최근의 흐름 속에서 본고는 현대에 급속히 부상하고 있
는 아프리카 만화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정치적 독립과 더불어 정
신적, 문화적 독립을 추구하며 아프리카 고유의 문화적 풍토를 자성
하고자 했던 네그리튀드 운동과, 아프리카 그래픽 예술의 동향을 결
합시킨 ‘그래픽 네그리튀드’를 비교, 분석해 나가면서, 식민주의 시
기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아프리카 만화가들이 어떻게 구술
과 이미지의 혼합체인 만화를 통하여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아프리
카 본연의 정체성을 재현해왔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
다. 또한 이들 중 특히 벨기에의 식민시기를 거치며 콩고 만화가들
이 선보였던 이른 바 ‘콩고스트립스(Congostrips)’의 출발을 기점으
로, 현 콩고민주공화국(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의 신
진 만화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아프리카 만화 연합체 ‘아프로-뷜
(Afro-bulles)’의 형성 취지와 이념을 ‘그래픽 네그리튀드’와 연관짓
는 작업을 연구의 목표로 삼았다.

Ⅱ. ‘그래픽 네그리튀드’와 아프리카 만화의 정체성
1. 문자를 통한 네그리튀드 운동의 한계
주지하듯, 네그리튀드 운동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프랑코포니
(Francophonie) 흑인 작가들을 중심으로 1930년대 시작되었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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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치적 흐름이다. 에메 세제르 Aimé Césaire가 1935년 ｢흑인학
생 L’étudiant noir｣이라는 잡지에 ‘네그리튀드(Négritude)’라는 용어
를 처음 등장시켰으며, 그는 이 용어와 더불어 흑인들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되찾아야 함을 촉구하였다. 뒤이어 레오폴드 세다르
셍고르 Léopold Sédar Senghor가 이 개념을 “미국과 아시아, 오세
아니아의 소수 민족을 비롯한 모든 흑인들의 사회, 예술, 도덕, 지
식,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가치들의 총화라 할만한 하나의 문화이
자 행위”4)라고 새롭게 정의내림으로써 이 운동은 그 당시 부상하고
있던 반식민주의적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점차 프랑스어권을 넘어
선 전 영역으로 확장되기에 이른다. 더욱이 이 운동은 전 세계의 흑
인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지식인들의 지지를 얻는 데에까지 확산되
었으나, 이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어 위주로 제시된 아프
리카의 정신적 독립 운동이 얼마나 가능한가’라는 어쩔 수 없는 자
기 모순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즉 식민지 시기 이전으로의 회
귀를 꿈꾸던 이 운동은, 아프리카의 식민지화 이전의 구술 문화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자 문화에 의존하여 전파되고 있다는 자체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문자보다는 구술로 전해지던 아프리카의 전통 문화는 이를 담당
하던 그리오(Griot) 계층들의 점차적 소멸과,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유입된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본래적 구술 전통과 멀어
지며 변질된 것이 사실이다. 모하마두 케인 Mohamadou Kane이 지
적하듯이 “서양은 불행히도 우리에게 역사 분야에 있어서 구술적인
원천들을 무시하도록 가르쳐왔다. 흰 종이에 검게 쓴 글이 아닌 모
든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프리카 지식인들 중에서
조차 편협한 사람들은 그리오와 같은 ‘말하는’ 자료들을 경멸어린

4) Léopold Sédar Senghor, «Problématique de la Négritude», Liberté 2, Paris, Le
Seuil, 1971,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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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글로 쓰인 자료가 없어 우리가 과거에 대해 전
혀 혹은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
이 백인들의 방식으로밖에는 자국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
히 증명해준다.”5) 이러한 맥락에서, 문자 문화의 부재로 인해 불어
로 재현되고 확산되었던 아프리카 고유의 문화 운동은 그 운동의 본
질적 취지가 지녔던 가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의 고
유한 구술적 표현방식과 대치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와 직면한다.
2. ‘그래픽 네그리튀드’의 의미와 독자성
프랑스어로 글을 쓰던 작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네그리튀드
운동이 식민지 이전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타국의
문자언어를 차용했다는 한계에 봉착했다면, 혹시 다른 매체를 통한
이 운동의 재개는 가능한 것일까? 또한 식민지 이전의 순수한 아프
리카로의 회귀가 불가능하다면, 식민지 시기를 거쳐 독립한 쇄신된
아프리카의 모습 또한 아프리카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는 없
는가? 바로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 우스만 셈벤 Ousmane Sembene을 비롯한 아
프리카 출신의 예술가들이 문자로 재현된 아프리카가 아닌, 영상과
소리로 재현된 보다 원초적인 아프리카의 모습을 영화화시켜 보여
주었다면, 이들은 구술과 그림의 통합체로서의 만화를 통해 아프리
카의 역사와 이미지를 다채롭게 재현하고자 한다. 만화와 같은 그래
픽 예술의 강점은, 문자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아프리카 시각 예술
의 전통과 결부된 까닭에 문자 문화 이전의 아프리카적 정체성을 탐
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만화가들을 중
심으로 최근에 형성된 이러한 연합의 움직임은, 우리와 동시대에 등
5) Mohamadou Kane, Roman africain et traditions, Dakar, NEA, 1982,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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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새로운 네그리튀드 운동의 국면을 제시해주리라 기대된다. 유
럽 만화가들의 시선을 통해 자신들의 영토에서조차 늘 주변인으로
묘사되어 오던 식민지 흑인들의 일상은, 이제 비로소 주인공이자 화
자의 입장을 통해 수평적인 시선에서 제시된다. 아프리카 만화가들
은 만화 이미지를 통해 타자처럼 느껴지던 자신들의 이미지를 ‘주체
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중적인 책임의식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특히 만화의 강국인 벨기에에서 공부한
콩고 출신의 작가들이 ‘아프로-뷜(Afro-bulles)’과 같은 단체를 결성
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어쩌면 네그리튀드 운동에 있어 세제르나 셍
고르가 직면했던 한계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의문을 제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콩고가 벨기에의 식민지였던 만큼 벨기에에서
수학한 콩고 작가들이 과연 벨기에식 식민주의적 상상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신들의 독자적 시선으로 아프리카를 묘사하는 일
이 가능할까? 또한 만화매체로부터 문자의 영향력을 얼마나 도외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같은 의문에 맞서 우리가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는 무엇보다
언어와 시각 이미지 간의 차이점일 것이다. 만화는 분명 언어와 시
각 이미지 간의 결합체이지만, 문자로만 기술된 매체와 달리 현실을
보여주며 설명한다는 점에서, 또한 ‘연속성’이라는 만화 특유의 성격
으로 인하여 문자 텍스트 없이도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
서, 문자 예술과는 엄연한 차이를 지닌다. 언어의 구조나 체계와는
달리 시각 예술의 경우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양식이 아니며, 특
히 아프리카 예술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식민주의 시기
이전에 이미 다양한 시각 예술을 선보였던 아프리카 문화 속에서 서
양의 예술가들은, 그 이국적인 풍토와 원초적이고 자유로운 시각적
표현에 넋을 잃었다. 피카소나 모딜리아니를 위시한 예술가들을 비
롯하여, 이후 아프리카 지역을 식민지로 두었던 벨기에와 프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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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실주의자들 다수가 아프리카 미술의 상상력으로부터 자양을 얻
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록 아프리카의 구술 문화가 지닌 가
치가, 서양의 식민시기를 거치며 형성된 문자 문화로 인해 다소 무
력화되었다 하더라도, 서양의 문자 문화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채
무감은 그들의 시각 예술이 서양에 끼친 영향력으로 인해 일소된다.
과거의 네그리튀드 운동과, 아프리카 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하는 아프로-뷜 연합의 목표 간의 분기점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은 바
로 이 지점에서일 것이다.

Ⅲ. 그래픽 네그리튀드의 실현 매체로서의 아프리카 만화
1. 아프리카 만화의 부상과 ‘아프리베데(AfriBD)’ 프로젝트
2010년 케 브랑리(Quai Branly) 미술관에서는 남불의 만화 전문
도서관 관장인 크리스토프 카시오-오리 Christophe Cassiau-Haurie
의 주도 하에,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프리카 만화의 독자성과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이 해는 또한 콩고를 포
함한 아프리카 14개국이 독립 50주년을 맞이한 해였다는 점에서 더
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만화의 역사 속에서 이 해
는 곧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만화가 등장한 지 50주년이 되는 시점
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럽의 만화 시장과는 달리 아프리카에서의 만
화 산업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이다. 비평가이자 저널리스트
인 알랭 브루조 Alain Brezaut는 “유럽에서, 편집자들은 팔 수 있을
지 확신이 가지 않는 아프리카 만화를 출간하고자 위험을 감수하지
는 않는다”6)고 지적했다.
6) Laura Adolphe, ‘La BD en Afrique, une aventure au long cour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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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달리 아프리카에서 제9의 예술에 대해 거는 기대는
상당하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소 생소한 매체인 만화를 보다 활성
화시키고자 몇몇 만화작가들은 연합을 조직하고 만화잡지를 창간하
는 등 대중과의 다양한 소통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더하여 이 지역
만화가들은 자신의 아틀리에에서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 바로 콩고가 있
다. 콩고의 킨샤사 출신의 알릭스 푸일뤼 Alix Fuilu가 아프로-뷜 연
합을 구성한 이래, 2007년 킨샤사에서는 ｢킨 라벨 Kin Label｣이라
는 잡지가 창간되었으며 매 호수를 출간할 적마다 여러 명의 만화가
들이 동참했다. 사실 이 잡지가 빛을 보게 된 것은 재능있는 예술가
들을 발굴하고자 했던 유럽 공동체의 요구 덕분이었다. 2010년에
출간한 앨범은 콩고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테마를 중심으로 꾸
려졌고, 이를 위해 결성된 연합은 작가들의 경제적 문제를 지원할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미 2008년, 아프리카 만화가들의 작품
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기획된 <아프리베데(AfriBD) 프로젝트>를
통해 그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아프리퀼튀
르(Africultures)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프랑스어권 국제기구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
2. 현재의 동향
유럽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과 더불어 시작될 수 있었던 식민주
의적 시선으로부터의 독립은 아프리카 만화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
향을 끼쳤다. ‘아프로-뷜’이라는 연합의 형성과 더불어 보다 다원화
된 형태의 아프리카 만화들이 출간되었고, 이미 2006년 앙굴렘 만화
http://www.afrik.com/article187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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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에서 선을 보이며 관심을 끌었던 아프리카 만화는 이후
2007년 얌비(Yambi) 페스티벌에서 역시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2010년 콩고를 위시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축제들 속에서도 만화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그래픽을
통해 우리 시대의 네그리튀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아프리카 만화
는, 초기 네그리튀드 운동을 주도했던 문자 중심의 운동이 아닌 시
각 예술 중심의 운동을 이끌며 아프리카 본연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그들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대해 지닌 상상 속의 테마
들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시각으로 본 아프리카의 실상을 전달한
다. 폭력, 매춘, 강간, 에이즈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의 일상적 삶을
그려내는 것은, 미디어나 제국주의적 시선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아
왔던 또 다른 아프리카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다.
아프리카 만화를 알리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비단 콩고나 프랑스
어권 아프리카에서만 제기되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
은 그보다 더 이전인 1990년대 남아프리카에서 대안 만화의 흐름을
타고 아프리카의 현실을 그린 안톤 칸느메이어 Anton Kannemeyer
와 콘래드 보츠 Conrad Botes와 같은 남아프리카 만화의 두 수장들
이 창간한 뺷비터코믹스 Bitterkomix뺸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치 “어떤
남아프리카의 만화도 존재하지 않는다”7)는 통념에 대한 반기를 들
듯, 도발적인 데생들, 섹스와 인종차별의 문제를 거침없이 표현한
그래픽과 더불어 이 두 작가들은 일약 만화계에 스캔들을 일으켰다.
15호를 발간했을 때까지만 해도, 천 부 정도의 판매와 열악한 배급
체계로 인해 비터코믹스의 영향력은 주변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만화가들은 지속적으로 외국에 배급로를 마련하고자 고군분투
7) “남아프리카의 놀라운 특별함. 서점들은 미국 만화들로 넘쳐나고, 프랑스어권 벨
기에의 옛 만화들과 심지어는 망가들로 넘쳐난다. 우리는 어떤 남아프리카의 만화
도 발견할 수 없다”고 카트린 페레이롤 Cathrine Ferreyrolle은 관망한다. Laura
Adolphe,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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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마침내 프랑스의 만화 출판사 아쏘씨아씨옹(Association)에서
2010년 그들의 만화를 출간하였다.8) 최근에 이어지는 이같은 아프
리카 만화에 대한 관심은,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그들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연구는 식민주의 전후의 이같은 정체성 추구가 만화를
통해 두드러진 범례로서의 콩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Ⅳ. 탈식민주의 아프리카 만화의 역사적 고찰
- 콩고민주공화국(RDC)의 경우
1. 콩고의 초기만화(1920-1950년대) :
‘콩고스트립스(Congostrips)’의 탄생
식민지 시기를 겪고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 중 콩고민주공화국
은 만화계에서 재능있는 작가들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다른 아프
리카 국가들과 달리, 잘 알려진 만화가들의 수가 이미 십여 명을 헤
아리며, 콩고민주공화국의 만화가들은 직업상의 임무로 이곳을 방문
한 유럽 만화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아마도 다음에 제시될
몇 가지 이유들이 이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
다. 우선 벨기에의 식민지였던 콩고의 만화 예술은 벨기에의 만화로
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콩고에 만화가 처음 등장한 것은 1차 세계
대전 후인 1920년대의 일이다. 1920년에 등장한 ｢미래 L’avenir｣와
1928년 선보인 ｢콩고의 비상 Essor du Congo｣은 주로 역사적 인물
들을 시리즈로 다루었다.
1930년대에도 콩고에서는 꾸준히 만화 잡지들이 출간되었으며,
8) Anton Kannemeyer, Conrad Botes, Bitterkomix, L’associati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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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형식상의 증거들을 찾아낼 길은 없으나 이때까지 대부분의 만
화가들은 아마도 유럽인들이었을 것이다. 콩고인들이 직접 만화 작
업에 투신하게 된 것은 1930년대 초부터이다.9) 1930년대 프랑스에
서 시작된 네그리튀드 운동과 콩고 만화가의 등장이 비슷한 시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매체를 통한 그래픽 네그리튀
드 정신의 태동을 기대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시기에
등장한 만화들은, 아직 네그리튀드 정신이 보여주는 아프리카 문화
의 고유성에 대한 자각을 표현하기보다는 식민주의적 사고에 구속
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1931년 콩고에서는 벨기에의 인
기 잡지 ｢르 프티 벵티엠 Le Petit Vingtième｣에 수록된 에르제
(Hergé)의 만화 시리즈가 랭갈라어로 번안되어 소개되었다. 하지만
번안 작업을 한 콩고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 2년 후인 1933
년, ｢콩고의 십자가 La croix du Congo｣에는 콩고인의 작품으로 추
정되는 연재만화가 등장한다. 폴 로마미 Paul Lomami라는 이름의
그는 <자코와 마코의 시합 Le match de Jako et Mako>이라는 유
머러스한 만화를 그렸다. 여섯 컷으로 이루어진 이 만화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원숭이가 공을 가지고 축구 경기를 하는
두 유럽인들을 바라보고 있던 중, 그들을 따라하려고 코코넛 열매를
공으로 삼아 던지다가 머리와 발에 상처를 입게 된다.
그렇지만 콩고 만화가의 등장이 곧 콩고의 현실 비판으로 이어졌
던 것은 아니다. 이 만화가 추구하던 시대정신은 아직 벨기에의 식
민주의적 사고에 예속되어 있었고, 한동안 이같은 경향은 지속된다.
크리스토프 카시오-오리는 이 만화가 “당신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되
었으니 서양인들을 모방하지 마시오!”라는 모럴을 감추고 있는 듯하
다고 해석한다.10)
9) Christophe Cassiau-Haurie, Histoire de la bande dessinée congolaise, L’Harmattan,
2010, p. 15.
10) Ibid., p. 18.

‘그래픽 네그리튀드(Graphic Négritude)’ : ‘콩고스트립스’에서 ‘아프로-뷜’까지 59

폴 로마니, <자코와 마코의 시합>, 1933.

1948년경부터는 지방 만화 잡지인 ｢밥과 보베트 Bob et Bobette｣
가 등장했고, 같은 해 레오폴드빌에서는 ｢우리의 이미지 Nos images｣
라는 회보가 당시의 잡지로서는 드물게 식민지의 4개국어로 출간된
다. 뿐만 아니라 이 만화는 처음으로 원주민의 이야기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시리즈가 바로 1950년에 선보인 그 유명한
<음붐불루의 모험 Les aventures de Mbumbulu>이다. 이 만화는
초기에 벨기에 출신의 재능있는 신부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그는 마
르크 Marc라는 본명 대신 마스타 Masta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그는
자신 이외에 세 명의 다른 데생 작가들과 작업했으나, 이들의 이름
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만화가 콩고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는 점과, 그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남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신부의

60 불어문화권연구 제25호

<음붐불루의 모험>, ｢우리의 이미지｣, No. 20, 1950.

밑에서 만화를 그리던 콩고인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 만화의 인기는 상당했는데, 1957년에 총 553,750권을 찍었고, 이
미 1956년에는 뺷음붐불루 가족의 100가지 모험 Les 100 aventures de
la famille Mbumbulu뺸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까지 출간된 바 있다.
이 책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부수인 9000부 정도를 선보였으나, 콩고
에서 몇 주 만에 절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 만화
역시 상당 부분이 벨기에 식민주의의 영향력 하에 있었음이 증명된
다. 크리스토프 카시오-오리는 <움붐불루의 모험>이 우선 원주민들
에게, “당신의 위치에 머물러 있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문명화된” 벨기에, 나아가 유럽인들의 행동 방식을 뒤따르라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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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는 점을 지적한다.11) 실제로 이 만화의 마지막 부분은 늘 원주
민들을 교화시키는 문구12)로 끝이 나는데, 이는 원주민들로 하여금
벨기에인들의 질서와 위생관념 등을 주지시키기며 식민주의를 합리
화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 즉 이 만화는 콩고 원주민들의 이야기
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었으나, 이를 통해 결국 식민주
의적 사고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닌다. 뿐만 아니
라 이 만화가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점 또한 당시 유럽을 지
배하던 식민주의의 영향력을 반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이와 다른 경향의 만화도 존재했다. 1953년, 콩고 출신의
작가 폴 음빌라 Paul M’bila가 영리한 쌍둥이의 모험을 그린 <킨샤
사의 장난꾸러기들 음부와 음피아 Mbu et Mpia Epiègles Kinois>
를 ｢콩고의 십자가｣에 연재한다. 비록 에르제의 <퀵과 플럽키
Quick et Flupke>를 차용한 듯한 인상을 벗어나기는 힘들지만, 폴
음빌라는 첫 번째 콩고 만화가이자, 정체성이 확실한 작가로 남아있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즈는, 미스테리하게 사라져버
린 폴 음빌라의 공백으로 인하여 19개의 에피소드를 끝으로 1953년
8월에 막을 내린다. 이후 1958년에 나온 ｢랑틸로프 L’Antilope｣는
아마도 유럽이 아닌 아프리카 대륙에서 출간된 첫 번째 만화 잡지
시리즈일 것이다. 이 잡지는 당시 콩고의 도시화 현상을 다루는가
하면, 벨기에인들의 윤리적 측면을 비판하는 등 나름대로 시대적 흐
름을 담았다는 의의를 지니나, 오직 불어로만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13)

11) Ibid., p. 20.
12) 예를 들어, “어린이들은 깨끗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하고 취향있
게.”와 같은 문구가 그것이다. Ibid.
13) Véronique Bragard et Christophe Dony, “Congostrip, la bande dessinée congolaise”, La revue nouvelle, Juillet-Août, 2010, pp. 94-95.

62 불어문화권연구 제25호

2. 독립 이후의 콩고 만화(1960-1980년대)
이와 연장선상에서 식민지 확장에 일조하던 가톨릭 종교 기관의
영향으로, 콩고에 생 뤽(Saint Luc) 예술학원의 부속기관이 만들어
지는데, 이 학원은 후일 킨샤사 순수예술 아카데미의 전신이 된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콩고 만화가들의 전 세대를 양성해 준 기관이
다. 콩고의 독립 이후에도 그 열기는 식지 않아, 특히 만화 잡지인
｢젊은이들을 위한 젊은이들 Jeunes pour jeunes｣이 1965년 창간되

는데, 이 잡지의 창간인은 바로 미래에 추리 소설 작가가 될 아쉬으
은고이 Achille Ngoy, 그리고 프레디 몽골로 Freddy Mongolo였다.
이 잡지는 수천 명의 청소년들을 그래픽으로 매료시킨 대표적인 잡
지였다. 뿐만 아니라 이 잡지는 ｢랑틸로프｣와는 달리 몇 가지 언어
들 - 아프리카 지방어인 앵두빌(hindoubille)어, 랭갈라(lingala)어,
그리고 불어 등의 - 로 된 텍스트들을 포함하고 있었다.14) 이런 방식
으로 이 잡지는 식민주의적 영향력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
으며 수많은 젊은 독자층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언어와 그 문제점에
대해 성찰하게 했다. 또한 그 잡지는 도시의 폭력과 부패, 형제들 간
의 경쟁심같은 테마들을 통해 정치적 체제의 문제를 드러냈고 코믹
한 방식으로 엄격한 사회비판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당시 콩고 전역
에서 근 십만 부 넘게 배포되어 콩고 뿐만이 아니라 르완다와 브룬
디에까지 그 파급력을 과시한다. 급기야 이 잡지는 벨기에 만화 잡
지 중 가장 인기있던 ｢스피루와 땡땡 Spirou et Tintin｣과 경쟁구도
를 이룰 정도로 성장한다. 그처럼 ｢젊은이들을 위한 젊은이들｣은 당
시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하나의 실험실이었으며 1974년 폐간되기
전까지 재능있는 예술가들을 다수 배출했다. 또한 이 신진 예술가들
은 콩고 민족들의 상상 속에 존재해 온 영웅들을 그려내며 콩고 만
14) Ibid.,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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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만의 독자성을 표명하고자 했다.
1970년대 말에 등장한 만화가 몽고 시제 Mongo Sisé는 당시 에
르제 스튜디오에서 연수를 마친 최초의 아프리카 만화가였다. 이후
이어진 전쟁과 르완다와의 분쟁은 콩고의 만화가들을 열악한 환경
으로 내몰았고, 거기다가 1974년 검열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풍자적인 성향을 지닌 캐리커쳐 작가들은 그들의 활동을 위협받기
도 했다. 결국 진정한 콩고 만화의 독립을 그래픽으로 구가하고자
했던 이 잡지는 검열상의 문제로 이후 출간을 중단하기에 이른다.
｢젊은이들을 위한 젊은이들｣의 폐간 이후, 광산 연합의 후원으로 출

간된 잡지 ｢무와나 샤바 Mwana Shaba｣가 일시적이나마 ｢젊은이들
을 위한 젊은이들｣의 공백을 메운다. 다른 작가들 역시 종교적인 주
제나 다양한 주제들은 수용하는 한편, 이 기간 중에는 콩고 작가들
과 유럽 작가들의 협력 구도가 형성된다.15)
프랑스에서 네그리튀드 운동이 성행하던 1930년대에 콩고에서 만
화 매체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러나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콩고에 등장했던 초기 만화들은 아직 식민주의
적 사고에 종속되어 있었고, 그 형식적 측면에서 역시 콩고 만화만
의 특성을 찾기에는 요원한 상태였다. 어쩌면 이 점이, 그 시대에 이
미 문학적 네그리튀드 운동이 이루어가고 있던 흑인 문화에 대한 인
식의 성숙도와, 아직 태동기에 불과하던 그래픽 네그리튀드 운동 간
의 차이를 심화시킨다. 게다가 독립 이후 정치적 안정기에 접어들기
까지 콩고가 거쳐야 했던 혹독한 역사는, 오히려 만화의 암흑기를
도래하게 했다. 아마도 그래픽 네그리튀드 운동의 이상이 문학적 네
그리튀드 운동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킨 라벨 Kin Label｣
의 등장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15) Cf.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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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콩고 만화의 새로운 지형도
1) ｢킨 라벨 Kin Label｣의 창간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콩고를 대표하던 만화가들이 콩고 내
전으로 인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이러한 경향은 마지오니 Masioni, 팔루쿠 Paluku, 알마타 Al’Mata,
살라 Salla, 피피 무쿠나 Fifi Mukuna, 몸빌리 Mombili 등의 아프리
카 만화 작가들이 2000년대 초 유럽에 정착하게 되면서 가속화된다.
비록 콩고의 만화가 몇 년 사이 정기적으로 앨범을 간행하며 유럽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는 했지만, 마지오니나 바를리 바루티
Barly Baruti, 템보 카쉬 Thembo Kash, 몸빌리와 같은 작가들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출간한 상업적 앨범의 수는 막상 1980년대
말부터는 몇 권 되지 않는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는 공백에도 불구하고, 2007년 창간된 잡지
｢킨 라벨｣의 창간 덕택에 콩고의 만화는 자신들만의 이야기 방식

을 되찾게 된다. 아심바 바티 Asimba Bathy라는 데생 작가이자 사
업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 잡지는 분명 하나의 잡지 그 이상의 것
이었다. 이때부터 제9의 예술은 재능있는 콩고의 만화가들과 더불
어 비상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측면에서 우
위를 점하지는 못한 채 2010년에서 2011년을 거쳤으나, 다행히도
여러 만화가들이 협동하여 기획한 앨범 뺷콩고 50 Congo 50뺸이 성
공을 거둠에 따라 극소수의 상업적 만화 앨범들이 콩고 내에서 출
간되었다.16)

16) Comment peut-on faire de la BD en Afrique? : 33 entretiens pour comprendre...
(Introduction par Christophe Cassiau-Haurie), L’Harmattan, 2011,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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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프로-뷜(Afro-bulles)’ 연합의 기획 의도
상업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프리카 만화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기획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2002년, 콩고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 작가인 알릭스 푸일뤼는 아프리카 만화를
출간하고자 특성화된 일종의 연합으로서 ‘아프로-뷜’ 연합을 만들었
다. ‘아프로-뷜’이란 아프리카(Africa)와, 만화에만 등장하는 그래픽
용어인 말풍선(bulles)을 결합시킨 합성어이다. 이 단체는 초기에 몇
몇 작가들로 이루어진 연합으로 시작하였으나 다수의 전시회와 홍
보를 거쳐 프랑스 지역으로까지 알려지면서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
다. 푸일뤼는 콩고의 킨샤사(Kinshasa)에서 순수 예술을 공부했고
또한 프랑스와 벨기에의 예술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했다. 그가 만화
를 그리기로 결심한 것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생 질(Saint Gilles)
예술학교에서 공부할 때였다. 이 작업은 실질적으로는 1993년 그가
<만화 아틀리에(L’Atelier de BD)>를 세우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초
기에는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가르치고자 시작한 작은
연합이었으나 지방 신문이 이 아틀리에에 대해 보도하며 관심을 표
명했고, 그로부터 대중들 역시 이 계획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
한 그는 자신이 의뢰받은 다양한 작업을 아틀리에의 학생들과 공유
하면서 일종의 협력 구도를 갖추게 된다. 이는 훗날 알릭스 푸일뤼
가 ｢아프로뷜 Afrobulles｣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고, 또한 동명의 연합
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푸일뤼에게 있어 이 연합 결성의 목
적은 첫째로 유럽에서 아프리카 만화를 재발견 하도록 하는 데에 있
었고, 다음으로는 만화를 그리고자 하는 아프리카 작가들을 고무시
키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동시에 이 작업은 유럽 뿐만 아니라 아프
리카 본토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음을 증명하
기 위한 방식이었노라고 그는 설명한다.17) 실제로 오늘날 콩고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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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프로덕션은 자신들의 고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점차 다양
화되고 있다.
일면 ‘아프로-뷜’의 결성은 콩고, 나아가 아프리카 만화 시장에 활
력을 불어넣은 경제적인 대안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아프리카 만화는 출판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 배급 시스템 역시 원활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
이다. 이로 인한 자기비판과 성찰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콩고의
만화가들은 프로급 작가들 간의 연계가 부족하며, 그들이 주로 혼자
작업한다는 맹점을 극복하고자 이 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푸일뤼
가 ‘아프로-뷜’ 연합의 대표로서 주목하는 부분도 바로 이 점이다.
그는 유럽에서 활동하든, 아니면 아프리카 대륙 본토에서 활동하든,
‘아프리카를 그린 유럽인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
리카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아프리카 만화’를 보여주고자 한다. ‘아프
로-뷜’이 다양한 만화가들로 이루어진 연합의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만화가들의 연합인
‘아프로-뷜’은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된 것이 아니
라, 아프리카 만화와 예술을 알리는 데에 주목적을 두는 단체이다.
나아가 이 연합은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 연합 지부를 설립하고 그
곳에서 만화 출간이 가능한 출판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대륙에 거
주하고 있는 아프리카 현지 만화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이 출간되는
과정을 목격하게 돕고 그로부터 자체적인 배급 체제를 갖추어 나가
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시각예술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키고 아프리카
만화 작가들이 그린 작품들의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상업적 판로
를 모색하고자 형성된 아프로-뷜 연합은, 전 세계 아프리카 만화가
17) Entretien avec Alix Fuilu dans Comment peut-on faire de la BD en Afrique? : 33
entretiens pour comprendre... (Introduction par Christophe Cassiau-Haurie),
L’Harmattan, 2011, pp. 4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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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연대와 그를 통한 아프리카 문화의 정체성 회복을 꾀한다는
점에서 일면 네그리튀드 운동의 파급력을 연상시키고도 남음이 있
다. 게다가 이 연합의 대표인 콩고 출신 알릭스 푸일뤼를 비롯한 여
러 만화가들이 콩고를 식민지화했던 벨기에 및 프랑스에서 그림 수
업을 받았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과거의 네그리튀드 운동을 주
도했던 아프리카 지식인들 역시 프랑스와 유럽에서 수학한 이들이
었다는 점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점
이 과거의 네그리튀드 운동의 한계를 결정짓는 부분이었다면, 그래
픽 네그리튀드 운동에 있어서 역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필요는 없
을 것인가? 게다가 비록 문학적 네그리튀드 운동의 성숙도를 따라가
지는 못했다할지라도, 콩고인이 그린 최초의 만화가 등장한 것 또한
네그리튀드 운동이 부상한 시기와 비슷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일면
언어적 요소를 지닌 만화 매체가 이로 인해 입었을 영향력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즉 문자 문화의 고착이 만화 매체의 등장에 다소간
의 입김을 행사했으리라는 가정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술 매체로부터 문자 매체로의 이행이 아프리카 문화에 끼친 영향
력과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지닌 아프리카 특유의 시각 문화가
마치 언어처럼 고착된 서구의 그래픽 문법을 과연 넘어설 수 있겠는
가의 문제에 자연히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4. 그래픽 네그리튀드의 가능성과 한계 :
후기 식민주의(Post-colonialisme)를 넘어서
위의 문제제기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 본다면, 다른 한편, ‘아프로뷜’의 형성은 또한 벨기에에 종속된 특정 만화 스타일로부터의 탈피
를 지향하려는 움직임과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콩고스트립스’
전시회에서도 드러나듯, 만화에 있어 식민주의적 유산은 일종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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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시오니나 바루티, 그리고
몽고 시제와 같은 콩고의 대표적인 작가들은 에르제의 스튜디오에
서 작업했고, ‘명확한 선’이라는 의미를 지닌 ‘la ligne claire’ 학파의
유산을 상속받은 작가들이다. 그들의 만화가 증명해 주듯, “식민주
의적 유산은 하나의 스타일에 의해, 그리고 콩고 만화의 중심부에서
특정한 장르인 코믹물들을 통해 계승된다.”18) 사실적인 표현과 간
결함을 보여주는 이러한 테크닉은 일면 어떻게 다수의 콩고 만화가
들이 유럽에서 인지도를 얻었는가를 설명해 준다. 상대적으로 콩고
내에서만 작업하는 또 다른 만화가들은 이들에 비해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알릭스 푸일뤼가 진정한 콩고의 정
체성 회복을 추구하는 ‘아프로-뷜’ 연합을 결성하게 된 것은 자연스
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만화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매체라 할지라도, 현실
적으로 콩고 출신의 재능있는 만화가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
지 못한 채 주변인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만화의 내
용뿐만이 아니라 만화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역시 후기 식민주의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이처럼 만화의 형식으로 인한 출판계의 소외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탓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출판계가 종속
된 시장경제의 논리 너머의, 벨기에의 문화적 영향력과 지정학적 힘
이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종속이 곧 문화적 종속
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닌지 적잖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콩고 만화는 때때로 스스로 식민주의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역할
을 자처하며, 문학보다 더욱 직접적인 방식으로 후기 식민주의적 상
상에 자리를 내주기도 한다. 식민지적 과거와 이에 대한 기억을 털
어내려는 현대적 요구 간의 충돌이 오히려 콩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고 있는 셈이다. 앙투안느 콩골로 Antoine Tshitungu Kongolo가
18) Véronique Bragard et Christophe Dony, op. cit.,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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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도난당한 삶뺸

뺷뿔과 상아뺸

강조하는 바와 같이, 콩고 만화는 때때로 “기억의 장소(un lieu de
mémoire)”19)가 된다. 어쩌면 신세대 콩고 만화가들이 재현해야 할
것은 이러한 트라우마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프로-뷜’이 2008년에 출간한 두 편의 만화 뺷도난당한 삶
Vies volées뺸과 뺷뿔과 상아 Corne et Ivoire뺸는 특히 주목할 만한데, 이
작품들은 1500부 중 약 60퍼센트 가량이 판매되었다. 뺷도난당한 삶뺸
은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여인들과 어린 소녀들이 직면한 고통과 아
픔, 전쟁 전후의 삶을 주제로 삼은 작품이다. 푸일뤼는 이 만화를 통
해 아프리카 여인들에게 행해진 부당한 폭력을 고발하는 한편, 존경
받아야 할 여성이 아프리카 국가 내에서 겪어야 했던 잔인한 현실을
전적으로 아프리카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20) 뺷뿔과 상아뺸는 아
19) Ibid., p. 98.
20) “(…) 저는 아프리카인들에게 행해진 이 모든 폭력들을 고발하고자 나의 동료들
과 이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아프리카인으로서, 우리의 문화를 통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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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에 사는 동물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우화 형식을 띤 작품으
로, 아프리카 고유의 지방색이 한껏 발휘된 만화이다. 불어로 출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이 묘사한 아프리카 고유의 그래픽으
로 인해 생생한 현실감을 선사한다. 우리는 이로부터, 서양인들이
묘사해 온 아프리카 대륙의 정경과, 아프리카인이 그려낸 현지의 정
경 간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필립 들리즐 Philippe Delisle이 자신의 연구에서 내린 결론과도
같이, “분명 ‘고전적인’ 프랑스어권 벨기에 만화는, 식민지의 전형들
을 통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를 젊은이들에게 전파시
키는 데에 공헌했다.”21) 이로써 본고에서 명명한 ‘그래픽 네그리튀
드’의 긍정적인 측면이 설명된다. 만화를 위시한 아프리카 그래픽
예술이 유럽의 영향을 수용하여 보다 보편적인 시각적 문법을 취득
함으로써 자신들의 문화 전파에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러
하다. 반면 벨기에와 프랑스 만화시장으로의 진출을 도외시할 수 없
는 탓에, 이들이 적절한 타협지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다. 아프리카 고유의 주제와 스타일을 고수할 경우 영영 만화시장의
주변인으로 머물 위험이 있고, 시장성을 선택할 경우에는 부득이하
게도 유럽 만화의 스타일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직면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벨기에와 콩고 간에 내재한 집단적이고 상
호적인 채무감으로부터 벗어나 주제와 형식에 있어서의 진정한 자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많은 존경심을 갖고 있고, 여성들이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
들 내에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보며 다음과 같이 자문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게 하려면, 저기서 만큼이나 이곳에서도 대중의 의견을 묻는 것이 우리
의 의무라고요. 이 만화는 그러므로 아주 간단히는 몇몇 아프리카에 사는 여인들
이 겪는 참을 수 없는 상황 속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한 폭행(혹은 강
간), 매춘, 에이즈 등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 Vitraulle Mboungou,
‘Afro-Bulles, spécialiste de la BD africaine’, 2008, http://www.afrik.com/article13876.html
21) Philippe Delisle, Bande dessinée franco-belge et imaginaire colonial Des années 1930
aux années 1980, Karthala, 2008,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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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출판 시장의 자유화로 이어질 때에야 해소될 문제이다. 현재까
지 이어지는 뺷콩고에 간 땡땡뺸사건의 주변에서, 이제는 이 모든 논
쟁들을 넘어설 시간이 도래한 듯하다. 벨기에 만화의 상속자들이든
혹은 콩고 출신의 작가들이든, 비판적 시선 하에서 그들이 본 유럽
과 자신들의 고국인 콩고 내부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존의 ‘고전적인’ 식민주의의 시선은 비로소 자리를 양도하게 된다.

Ⅴ. 결 론
아프리카 대륙에 관한 인문학적 차원의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는
반면, 언어 이전의 그들 문화의 원초성을 담고 있는 이미지 예술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경향이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문화
가 지닌 고유한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특히 현대적 매체인
만화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유럽 식민지에 속했으나 비로소 독립한
아프리카 대륙의 만화에 드러난 식민주의적 시선과 그로부터의 탈
피 과정에 집중하는 한편, ‘그래픽 네그리튀드’라는 용어와 더불어
정치적 식민지로서의 독립이 어떻게 그래픽 예술인 만화 안에서 그
들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분화될 수 있을까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하
였다. 또한 이 논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예로서, 프랑스어권 만화
강국 벨기에의 식민지 시기를 거친 콩고의 경우를 범례로 삼았다.
주지하듯 벨기에 식민주의 시기로부터 동시대에 이르기까지 콩고
만화는 부득이하게 벨기에 만화들과 그 출판 시장의 영향을 받았으
리라는 가정이 가능한 바, 이는 실제로 콩고를 대표하는 만화 작가
들 중에는 벨기에에서 수학한 이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과연 이들이 독립 이후에 제시한 세계와 그 이전은 어떻게 다를
것이며, 또한 순수하게 아프리카적인 만화란 가능한 것인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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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는 특히 콩고 만화의 역사를 통
해, 그들이 벨기에 만화와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형식과 내용을 만화
예술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과, 단순히 콩고 작가들‘이’ 그린 만화로
부터 콩고 작가들 ‘만의’ 만화로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역사적
배경에 또한 주목해보았다. 최근에야 주목받기에 이른 이 역사적 흐
름은 ‘콩고스트립스’의 탄생으로부터 최근에는 콩고 출신 작가 알릭
스 푸일뤼가 주도한 ‘아프로-뷜’ 연합의 결성으로 이어지며 아프리카
만화의 새 장을 열었다. 이는 곧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시각적 네그
리튀드 운동에 비견될 만하다. 그렇다면 이 같은 ‘그래픽 네그리튀
드’ 운동은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과연 기존의 네
그리튀드 운동과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가? 이는 과거 네그리튀드 운
동의 한계점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이 될 만한가?
우리가 식민주의 이전과 이후의 아프리카 만화를 통해 고찰하고
자 했던 점은 다음과 같았다. 독립 이전에 아프리카 만화를 통해 재
현되고 있던 세계는, 어쩌면 유럽인들이 그당시 만연하던 지배 이데
올로기로 포장하여 내놓은, ‘유럽식 사고 속의 아프리카’였으리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화 제국주의적 시선은 독립 직후 현지 만화가들의
각성과 열정으로 인해 반성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아프리카 만화가
들은 이러한 기존의 이데올로기와 후기 식민주의의 잔재로부터 벗
어나기 위한 자신들만의 방식을 고안하고, 동일한 목표를 지닌 작가
들은 연합한다. 알릭스 푸일뤼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
고 있다.
“(…) 이전에 출간된 다른 만화들 속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 대해 생
각했어요. 이런 생각은 아프리카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위한 기초가
되었고, 보다 긍정적인, 미디어로 보도되지 않아 유럽 사람들은 거의 알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위한 기초가 되었죠. 즉 미디어로 보
도되지 않는 부분, 폭력과 가난, 전쟁 등으로 일반화된 채 형성된 서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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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에 의해 전해진 것과는 다른 아프리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삶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22)

비록 만화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작가들 중 다수가 알릭스 푸일
뤼와 같이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수학한 예술가들이라는 점과, 유럽
만화 시장의 주된 판로가 벨기에와 프랑스로의 진출여부에 달려있다
는 점이 일견 그래픽 네그리튀드의 한계를 암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의 연장선상에서, ‘그래픽 네그리튀드’ 역시 불가피하게도, 기
존의 문학적 네그리튀드 운동과 한계 공유 지점에 다다른다. 1930년
대 네그리튀드 운동이 지닌 한계가, 정신적인 차원의 표현 도구로서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했던 불가피한 상황에 기인했다면, 만화 매체
를 통해 시도된 현재의 ‘그래픽 네그리튀드’는 언어대신 그래픽의
표현 양식에 있어서의 진정한 독립 가능성의 문제와, 여기에 이 운
동을 실현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화 시장의 경제
논리가 엇물리며 보다 복잡한 한계점들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이러
한 한계까지를 포괄하고자 그 운동의 맹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
고자 자구책을 찾아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곧 그들의 역사 속에 내
재한 식민지적 상흔을 만화에 수용하고 있는 경향과 어느 정도 유사
성을 지닌다. 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아프리카의 정체성 이면에는
식민지 시기의 역사 또한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재현하기
위한 보편적인 그래픽 문법의 수용은 자신들의 역사를 전 세계에 알
리기 위한 훌륭한 방편으로 작용한다. 그래픽과 문자의 결합체인 만
화라는 매체는, 대중적인 소재를 통해 과거의 문학보다 훨씬 직접적
인 방식으로 사회 풍자와 이미지, 연극과 주술의 교차로에서 과거
식민주의적 상상력을 자극한 바 있으나, 도리어 현재에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네그

22) Vitraulle Mboungou,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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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튀드 운동이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정신적인 각성으로부터 정치
적 독립을 구가하도록 도왔다면, ‘그래픽 네그리튀드’는 아프리카 대
륙의 정치적 독립 이후의 문화적 독립을 현실적으로 도모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고전적인 식민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의 ‘그래픽 네그리튀드’는, 동시에 과거의 네그리튀드 운동의 한계까
지를 넘어서고자 하는 몸부림이기도 하다. ‘그래픽 네그리튀드’의 성
공 여부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이 운동은 계속 성장
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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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

‘Négritude graphique’ : De ‘Congostrips’ à ‘Afro-bulles’

KIM Seri
(Université Inha)
Cet article se propose d’examiner le regard colonisé, et sa décolonisation, dans la BD africaine au moyen du concept de
“Négritude graphique”, et ainsi, de dégager une identité culturelle
de l’Afrique après son indépendance politique. Pour illustrer cet
examen, nous prenons comme exemple le cas du Congo.
Comme on le sait, de la période coloniale à nos jours, la BD
congolaise a été inévitablement influencée par la BD franco-belge
puisqu’un nombre important de dessinateurs congolais ont étudié
en Belgique. Alors on est en droit de se poser la question : est-ce
qu’il y a une différence entre les mondes présentés par ces dessinateurs, celui d’avant l’indépendance et celui d’après? Existe-t-il
une BD purement africaine?
Pour répondre à ces questions, nous avons suivi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BD congolaise originale à travers son histoire.
La bande dessinée africaine émerge depuis 2010, cinquantième
anniversaire de l’indépendance de l’Afrique. En effet, après la
naissance de “Congostrips”, un dessinateur congolais, Alix Fuilu
a créé “Afro-bulles” en 2002, une association spécialisée d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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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édition et la promotion de la BD africaine. Le mouvement
actuel pourrait s’appeler “Négritude visualisée”, autrement dit,
“Négritude graphique”. Quelle est alors la différence entre la
Négritude littéraire des années 30 et la “Négritude graphique” de
nos jours? Enfin ce mouvement peut-il présenter une nouvelle
alternative pour surmonter la limite de la Négritude littéraire?
Inévitablement la “Négritude graphique” partage la même sorte
de limite que la Négritude classique. Celle-ci a utilisé la langue
française comme outil pour exprimer l’originalité de la culture africaine, même si la plupart des Africains n’avaient pas la culture
de l’écriture mais celle de l’oral. De même, la Négritude graphique utilise une langue graphique influencée par l’Europe et, de
plus, les dessinateurs africains sont obligés d’accepter la logique
commerciale du monde de l’édition européenne pour mettre en
oeuvre leur mouvement. Mais, ces jeunes dessinateurs connaissent bien cette limite; ils essaient même de représenter la
trace historique de la période coloniale dans leurs BD. Peut-être
l’acceptation de cette grammaire graphique universelle fonctionne-t-elle comme un bon instrument pour présenter au monde
leur “vraie” histoire, en mettant en scène des réalités contemporaines africaines.
Alors que la Négritude littéraire d’auparavant a aidé à réaliser
l’indépendance politique en suscitant un regard critique sur la
culture africaine, la Négritude graphique contemporaine aiderait à
réaliser l’indépendance culturelle après celle de la politique
africaine. Par ailleurs, la Négritude graphique comme nouvel essai de surmonter le colonialisme classique, est aussi un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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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 surmonter la limite de la Négritude littéraire des années 30.
Cependant, il est encore trop tôt pour juger de la réussite de ce
mouvement en plein développement.

주제어 : ‘그래픽 네그리튀드’, 네그리튀드, 콩고스트립스, 아프로-뷜,
알릭스 푸일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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