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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Way of Looking at Comics 

In Japan, they call them manga; in Latin America, 

historietas; in Italy, fumetti; in Brazil, historic em 

quadrinhos; and in the U.S. comics. 

But no matter what you call them, comics are a 

favorite source of reading pleasure in many parts of 

the world. In case you are wondering how popular 

comics are, the bestselling comic title in the U.S. 

sells about 4.5 million copies a year. 

All of Mexico's comic titles together sell over seven 

million copies a week. But Japan is by far the 

leading publisher of comics in the world. 

Manga account for nearly 40 percent of all the 

books and magazines published in Japan each 

year. 

And few magazines of any kind in the world can 

match this number: Shonen Jump, the leading comic 
c o n t e s t m a i n

title, has a circulation of 6.5 million copies per week!
발 행 부 수

Spider-Man is one of the world's most famous and 

celebrated comic superheroes. Fifteen million Spider-

Man comics are sold each year in 75 countries and 

in 22 languages, and he appears in 500 newspapers 
등 장 한 다

worldwide.

번역

일본에서는 그것들을 ‘망가’라고 부르고, 중남미에

서는 ‘히스토리에타스’, 이탈리아에서는‘퓌메티’,브

라질에서는 ‘히스토리아 엠 퀴드링호스’, 그리고 미
국에서는 ‘코믹스’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만화는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읽는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인기 

있는 자료이다. 만약 당신이 만화가 얼마나 인기 있

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인 만

화 출판물은 일 년에 대략 450만부 정도 판매된다. 

멕시코의 만화 출판물들을 모두 합하면 한주에 700

만권 이상 판매된다. 그러나 세계에서 만화출판을 

선도하는 것은 단연코 일본이다. 

‘망가’는 일본에서 매년 출간되는 모든 책과 잡지의 

거의 40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종류의 잡지도 이 숫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만화 출판물의 선

두 주자인 ‘소년 점프’는 주당 650만부를 발행한다.

스파이더맨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명성 높은 

만화 영웅 중 하나이다. 1500만 부의 스파이더 맨 

만화책이 매년 75개국에서 22개의 언어로 판매되

며, 스파이더맨은 전 세계 500개의 신문에 등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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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since comics first appeared, there have been 
출 현 하 다

people who have criticized them. In the 1940s and 

50s, many people believed that comics were 

immoral and that they caused bad behavior among 
비 도 덕 적 인

young people. 

Even today, many question whether young people 

should read them at all. They argued that reading 

comics encourages bad reading habits.
부 추 기 다

 

However, some educators nowadays see comics as 

a way to get teenagers to choose reading instead 

of watching television or playing video games. 

• regard[look upon, think of] A as B

And because of the art, a number of educators have 

argued that comics are a great way to get children 

to think creatively.

• thanks to = due to = owing to = on account of = 
because of

  

More recent research has suggested that the 

combination of visuals and text in comics may be 

one reason young people handle computers and 

related software so easily.

• deal with = address = cope with = handle = take care 
of = tackle

In many places, comics have been a convenient way 

to communicate social or political information.
c o n v e y ( 타 동 사 해 석 )

번역

만화가 처음 출현한 이래로 만화를 비판해 온 사람

들이 있다. 1940년대와 5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

이만화가 비도덕적이고, 어린학생들 사이에 나쁜 

행동을 유발한다고 믿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린 학생들이 

만화를 읽어도 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그

들은 만화를 읽는 것이 나쁜 도서 습관을 부추긴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몇몇 교육자들은 만화를 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비디오 게임을 하는 대신에 독

서를 선택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 

그리고 그 예술성 덕분에, 다수의 교육자들은 만화

가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주장해 왔다.

좀 거 최근의 연구는 만화에서의 시각적인 요소와 

글의 조합은 젊은 사람들이컴퓨터나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매우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한 가

지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많은 곳에서, 만화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정보를 전

달하는 하나의 간편한 수단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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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ample, in the 1990s, comics were used by the 

Brazilian health ministry to communicate information 
목적 p a s s o n , c o n v e y

about AIDS. In Japan, the Education Ministry calls 

comics "a part of Japan's national culture, 

recognized and highly regarded abroad." 
e s t i m a t e d

Comic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for 

educational purposes, and many publishers there 

see them as a useful way of teaching history and 

other subjects.

Comic books are good for children's learning

  

Parents should not look down on comics as  they 
because

are just as good for children as reading books, a new 

study claims.Researchers have found that children 

can benefit from stories about Superman and even 

Dennis the Menace in the same way they can from 

reading books.

According to them, reading any work successfully, 

including comics, requires more than just 

absorbing text.

Professor Carol Tilley of Illinois University said that 

comics are just as complex as other forms of 
복 잡 하 고

reading, and children benefit from reading them as 

much as they do from reading other kinds of books. 

번역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에이즈에 대한정보를 알리

기 위해 브라질 보건 당국에 의해 만화가 이용되었

다. 일본에서는 교육부가 만화를 ‘해외에서 높이 평

가되고 인정받는 일본의 국가 문화의 하나’라고 칭

한다. 

만화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곳(일본)의 많은 출판업자들은 만화를 역

사와 기타 과목들을 가르칠 유용한 방법 이라고 보

고 있다.

만화책은 아이들의 학습에 좋다.

새로운 연구는 만화가 아이들에게 독서만큼 좋기 

때문에 부모들이 만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

장한다.연구자들은 아이들이 독서를 해서 얻는 것

과 같은 방식으로 ‘슈퍼맨’에 관한 이야기와 심지어 

‘개구쟁이 데니스’에 관한 이야기 에서도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들에 의하면, 만화책을 포함하여 어떤 것이든 성

공적으로 읽어 낸다는 것은 단지 글을 흡수 하는 것 

이상을 요구 한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대학의 Carol Tilley 교수는 만화는 다른 

형태의 독서물만큼 복잡하고, 아이들은 다른 종류

의 책을 읽는 데서 얻는 만큼의 유익함을 만화를 읽

는 데서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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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said / there was evidence that comics 
동 격

increased students' vocabulary and instilled a love 

of reading. 

Here is what she said in School Library Monthly 

journal.  "A lot of the criticism of comics come from 

people who think that kids are just looking at 

pictures and not putting them together with the 

words. 

But you could easily make some of the same 

criticisms of picture books that kids are just looking 

at pictures, and not at the words.

  Although they've long accepted picture books as 

appropriate children's literature, many adults - even 

teachers who willingly add comics to their collections 

- quickly dismiss the usefulness of comics as texts 

for young readers.

 Any book can be good and any book can be bad, to 

some extent. It's up to the reader's personality and 

ability. As a whole, comics are just another medium. 

And if you really consider how the pictures and 

words work together to tell a story, you can make 

the case that comics are just as complex as any 
논증, 논거

other kind of literature."

번역

그녀는 만화가 학생들의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독서

를 서서히 좋아하게 만든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녀가 ‘School Library Monthly’라는 저

널에서 말한 내용이다.“만화에 대한 비난의 상당수

는 아이들이 만화를 볼 때 단지 그림만을 보고 그것

들을 글자와 결합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에게서 일어난다. 

그러나 당신은 아이들이 그림책을 볼 때 단지 그림

만을 보고 글자는 보지 않는다는 같은 비난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림책은 아동 문학에 적합한 것으로 오랫동안 받

아들여 왔으면서도, 많은 어른들, 심지어 그들의 모

음집에 기꺼이 만화를 넣는 교사들조차도 어린 도

자들을 위한 교재로서 만화의 유용성은 순식간에 

일축해 버린다. 

어느 정도는, 어 책이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것은 독자의 개성과 능력에 달려 있다. 총괄

해서 말하면, 만화는 단지 또 다른 매체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그림과 글자가 합쳐져서 이

야기를 만들어 내는지를 실제로 생각해 본다면, 만

화도 다른 문학만큼이나 복잡한 것임을 논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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