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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Do Jonghwan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성년이 된 부천국제만화축제는 그동안 세계적인 만화축제
로 성장하면서 한국 만화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부천국
제만화축제가 있기까지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과 참여해주
신 만화인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스무 살, 청년의 나이가 된 이번 만화축제는 ‘청년’을 주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을 만화적 시각으로 조명하고, 
꿈과 열정, 상상력이 가득한 청년들의 잠재된 가능성과 이야기를 
담아낸다고 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고민도 많고 성장의 
중심에 있는 청년시기에 당도한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무한한 발전을 이루어내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벨기에 만화교류전’, 세계 8개국의 주요 만화도
시를 만나는 ‘글로벌만화도시네트워크’, 만화의 학술적·산업적·교
육적 가치를 높이는 ‘국제만화컨퍼런스’, 세계 45개 기업이 참여
하는 ‘한국국제만화마켓’ 등을 통해 세계 만화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열리
는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은 이번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더
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만화에 
대한 열정을 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의 성장에 따라 문화콘텐츠가 모바일을 중심으
로 재편되면서 대한민국 웹툰은 가장 앞서가는 분야이자 한류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주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화, 드라마, 게임 

축사

청년시기에 당도한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무한한 발전을 이루어내길

등 다양한 분야의 원천소재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만화 창작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맺은 결실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도 그 결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만화인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문화창작권과 문화
자유권을 보장하고, 문화로 아름다운 나라,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이 세계 속의 만화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토대가 되어준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이제는 부천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
표하는 지구촌 만화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뜨거
운 여름날, 5일간 이어지는 시원한 만화여행에 모두 함께 떠나보
시길 바랍니다.

201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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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ions on the 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Reaching full age this year,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has grown as a world-class 
comics festival that showcases the power of Korean 
comics.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all those involved in bringing the festival to where it 
stands, and the comics people who are with me today. 

Coming of age 20, the comics festival will focus on the 
topic of youth by shedding light on the concerns of young 
people from the viewpoint of comics, and speaking of 
the stories and infinite possibilities of young people who 
are full of dreams, passion, and imagination. Like a flow-
er that blooms when shaken,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has reached its estate, a time of growth 
in full career and at the same time a time of wondering. 
I hope that the festival will unleash its infinite potential 
with the young people.  

I am also looking forward to active exchanges and 
communications with comics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rough the Korean and Belgian Comics Exhibi-
tion, the Global Comics City Network where you can 
see major comics cities from eight countries, the Korea 
Comics Agora that is intended to boost the academic, 
industrial and educational values of comics, and  the 
Korea International Comics Market with 45 international 
business participants. In particular, the Gyeonggi Inter-

I hope that the festival will unleash its infinite 
potential with the young people

national Cosplay Festival that is the first event of this 
kind in Korea makes me have even higher expectations 
for this occasion. I am looking forward to many citizens’ 
active involvement, exhibiting their passion for comic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
munication technology, cultural content has been re-
structured with the focus on mobile. Pioneering Korean 
webtoons have positioned themselves as a new drive 
of Hallyu. They are also in the limelight as a source of 
creation in various areas including films, TV dramas, and 
games. These represent the results of Korean comics 
creators’ ceaseless endeavors and passion, which you 
will witness in this festival.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ll spare 
no efforts to ensure that all cultural and artistic people 
including comics people can exert their talents to the 
greatest possible extent and make their dreams come 
true and guarantee the rights to cultural creation and 
cultural freedom, thereby making the nation beautiful, 
healthy and happy with our culture.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has played 
overarching roles in growing Bucheon as a global comics 
city. I hope that the festival will go well beyond Bucheon 
and Korea, positioning itself as a world-leading comics 
festival. In this hot summer, why don’t you treat yourself 
with this cool, five-day-long comics festival?

축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CONGRATULATORY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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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Nam Gyungpil
Th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유쾌한 볼거리와 싱싱한 상상력이 가득한 ｢제20회 부천국제
만화축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위원회 박
재동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만화축제를 참석하기 위
해 경기도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천 중심의 아기자기한 축제로 출발했던 부천국제만화축제
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부천국제만화축
제는 청춘의 꿈과 도전, 열정에 집중하고 이를 다양한 만화적 시
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해외 유명 만화작가전과 한국과 벨기에 만화가 6명이 
함께한 만화교류전도 열립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
수한 만화를 전 세계에 알리길 희망하며, 세계 만화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사

청춘의 꿈과 도전, 열정에 집중하고 
이를 다양한 만화적 시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

경기도는 만화웹툰 원작 영상제작지원 · 만화웹툰 디지털 전
시 지원 · 만화웹툰 코스프레 대회 사업을 통해 만화 제작 및 마
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만화산업이 세계 시
장으로 힘차게 뻗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
니다.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개최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
하드리며, 부천국제만화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대표 
만화축제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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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morning, I am Nam Kyung-Pil, th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I sincerely congratulate on the opening of the "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filled with many 
delightful things to see and fresh imagination.

 I deeply appreciate the operation director Park Jae-
dong of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for pre-
paring this meaningful event, and I sincerely welcome all 
of you who are visiting Gyeonggi Province to participate 
in this comics festival.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a small and re-
fined festival centered on Bucheon, has now grown into 
a you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which 
celebrates its 20th anniversary this year, will be the place 
to focus on dreams, challenges and passion of youth and 
illuminate these in various viewpoints of comics.

 In addition, there will also be an exhibition of famous 
overseas cartoonists and a comic exchange exhibition 
where five cartoonists from Korea and Belgium will be 

Will be the place to focus on dreams, challenges 
and passion of youth and illuminate these in 
various viewpoints of comics

presented. I hope that this festival will show the excel-
lentvcomics of Korea to the whole world, and it will be 
the time for those in the comics industry would commu-
nicate with each other.

Gyeonggi-do has supported comics production and 
marketing by supporting projects for the production of 
videos based on webcomics, the digital exhibition of 
webcomics, and the costume play contest of webcom-
ics. In the future, the province will continue its support 
so that the comics industry in Korea would aggressively 
expand into the world market.

Once again, I deeply congratulate the opening of the 
"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and I hope 
that the festival will become a world-renowned comics 
festival beyond Korea.

Thank you.

축사 | 경기도지사

CONGRATULATORY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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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있어 행복한 도시, 세계적인 만화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대한민국 만화수도 부천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90만 부천시
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올해 20회를 맞이한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아시아 넘어 전 세
계 만화인이 즐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성년이 될 때 까지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관람객
들 잘 이끌어주신 만화 관계자들 언제나 뒤편에서 묵묵히 최선
을 다해주신 자원 활동가들 누구보다 지역의 대표 국제행사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성년이 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청년’을 주제로 청년
이 품고 있는 꿈과 도전, 열정, 무한한 가능성을 만화적 시각으로 
풀어냅니다.

국내·외 유명 만화가들의 청년시절 작품과 현재 전 세계적으
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글로벌 청년 만화가들의 작품을 선보입
니다.

다양한 전시와 VR웹툰전, 한·벨만화교류전, 세계만화자료전,
만화마켓, 라이브 드로잉 쇼 등 여느 해보다 다채로운 행사가 예
정되어 있습니다.

만화축제 기간 중에는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이 국내 최
초로 개최되어 국내·외 코스플레이어들의 열띤 경연과 부천역 마

축사

김만수
부천시장
Kim Mansoo
Mayor of Bucheon City

문화 불모지에서 잉태되어 번듯한 성년으로 성장한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세계 최고의 만화축제로
발돋음 하기를

루광장에서 심곡 시민의 강으로 이어지는 코스프레 퍼레이드를 
관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볼거리는 많은데 먹거리는 부족하다 
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는 행사장 내 푸드트럭 20대를 설치
하여 풍부한 먹거리도 제공합니다.

지난 20년간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매
년 새로움을 더해왔기에 부천국제만화축제는 도태되지 않고 성
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문화 불모지에서 잉태되어 번듯한 성년으로 성장한 부천국제
만화축제는 세계 최고의 만화축제라는 목표로 내걸고 차근차근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기특하게 생각해 주시고 더 많이 응
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쾌한 볼거리와 싱싱한 상상력 그리고 먹거리까지 가득한 부
천국제만화축제에서 가족, 친지, 연인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
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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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900,000 citizens in Bucheon, I would like to wel-
come all of you who are visiting Bucheon, the capital city 
of comics in Korea, which is a happy city with comics and 
is developing itself as a world-renown city of comics.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which cele-
brates its 20th anniversary this year, has become a fes-
tival enjoyed by readers of comics in the world beyond 
Asia.

I would like to thank the visitors who have sent gen-
erous interests and encouragements until this festival 
reached the age of majority, those who involved in the 
comics industry who have taken the lead well, and vol-
unteers who have always done their best while playing 
their roles behind, and above all the citizens of Bucheon 
who have supported and encouraged the region’s repre-
sentative international event.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which reached 
the age of majority, presents dreams, challenges, pas-
sions and ultimate possibility of youth under the view-
point of comics.

The festival shows Korean and global famous cartoon-
ists’ works produced when they are young, and works of 
currently famous young cartoonists around the world.

There will be a variety of other exhibitions and events 
such as ‘VR webcomics exhibition’, ‘Korea-Belgium com-
ics exhibition’, ‘World comics exhibition’, ‘Comics mar-
ket’, and ‘live drawing show’.

CONGRATULATORY REMARKS 

Congratulations on the 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During the comics festival, Gyeonggi international cos-
tume play festival will be hel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so visitors can enjoy the heated contest of costume play-
ers from Korea and abroad, and costume play parade 
held from Maru Sqaure in Bucheon Station to Simgok 
Citizen’s River.

Like a saying that a loaf of bread is better than the 
song of many birds, in the festival venue this year there 
will be 20 food trucks selling a variety of food as a result 
of reflecting an opinion that there are not many foods to 
eat though there are many things to se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has continued 
to grow and advance since it has swiftly responded to 
rapidly changing trends of the past 20 years and renewed 
itself every year.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which well 
reached the age of majority after being born in the 
cultural wild land, is stepping forward with the goal of 
becoming the world’s best comics festival. I hope you 
would further encourage and support the festival.

I hope you make good memories with your family 
members, friends and lovers at this “Bucheon Interna-
tional Comics Festival” filled with delightful things to see, 
fresh imagination and various foods. 

Thank you.

축사 | 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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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를 맞은 부천국제만화축제는 2016년에 이어 2년째 경
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며 명실공히 국내 최대 만화축제이자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부천국제만화축제가 벌써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청년’입니다. 우리 축제도 청년의 나이가 되어 어느덧 성
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시대를 뜨겁게 달구는 청년문제에부천
국제만화축제도 청년이라는 한 존재로 변화를 모색하고 확장하
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현 시대의 청년들에 집중하고 그
들의 꿈과 도전, 열정과 잠재된 가능성에 집중해보려 합니다. 만
화 속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동시에 끊임없이 꿈꾸고
발전하는 우리 만화의 미래에 대해 화두를 던지며 이 시대를 살
아가는 청춘에 대한 고민도 만화적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시
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축제 탄생 2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축제
를 앞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지역과 연계하고 소통하
며 나누면서 시대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사말

박재동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위원장
Park Jaedong
Operation director of The 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s Organizing Committee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만화를 통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올해는 국내 최초로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이 축제 기간
동안 함께 개최될 예정으로, 국내외 만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더
욱 관심 있게 축제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
니다. 청년과 청년만화가, 그들의 삶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국내외 
전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만화 제작 및 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고 만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켓, 페
어, 컨퍼런스, 참여행사 등으로 전 세계 관람객들을 찾아갑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플러스 Bicof를 운영
할 예정이며, 청년만화가를 지원하는 활동 등으로 축제를 찾는 
많은 분들이 기부와 나눔 실천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만화를 통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보다 의미 있는 시간
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201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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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year,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
val(BICOF) marks its 20th anniversary.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this unique even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top 10 local festivals in Gyeonggi-do Prov-
ince, notably increasing its presence both home and 
abroad.

BICOF is 20 years old; it is all grown up. In that sense, 
this year’s festival focuses on the life of the young. Like 
the young themselves do, BICOF stands at a crossroads.

So we are taking a special look at ‘Youth.’ We will talk 
about their dreams, challenges, passions, and potential. 
Each exhibition will tell us how Manhwa describe a young 
generation, and in which direction Manhwa is headed. At 
the same time, we will seek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our young people through the language of Manhwa. 
On its twentieth anniversary, BICOF resolves to make a 
new leap forward, move closer to local communities and 
society, as well as to forge ahead of our time.

CHAIRPERSON’S MESSAGE 

인사말 | 축제운영위원장

Manhwa help us to understand each other as it 
forms a bridge between the generations. 
I hope you have a wonderful time and create 
unforgettable memories at the 20th BICOF.

Notably, this year’s festival is accompanied by Korea’s 
first costume play competition, Gyeonggi International 
Cosplay Festival (GICOF). This will attract more fans and 
give them more take-home experience. The message is 
the life stories of a young generation and the talent of 
our young cartoonists. In addition, BICOF Market, Fair, 
Conference, and other events are designed to promote

the Manhwa industry and to find new ways in this rap-
idly changing Manhwa creation and contents distribution 
environment.

One thing you mustn’t miss is the ‘Sharing plus BICOF’ 
campaign. This fundraising event is designed to support 
struggling young artists and cartoonists. Please show 
your generosity.

Manhwa help us to understand each other as it forms a 
bridge between the generations. I hope you have a won-
derful time and create unforgettable memories at the 
20th BIC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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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국제만화축제는 올해로 20회를 맞는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
이 되는 20회 행사에 맞춰 주제를 ‘청년’으로 정했다. 청년이 품
고 있는 꿈과 도전, 열정,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만화로
담고자 한다. 끊임없이 꿈꾸며 발전하고 있는 우리만화의 미래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에 대한 고민을 만
화적 시각으로 풀어낸다.

주제
청년

기간
2017. 7. 19.(수)~7. 23.(일)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및 부천시 일원

주요프로그램
공식행사, 전시, 부천국제만화페어, 국제만화컨퍼런스, 글로벌만
화도시네트워크,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세계어린이만화가
대회, 참여행사 등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is marking the 
20th anniversary this year. If it were a person, it is going 
to be a grown-up, so the theme of the festival this year is 
the ‘Youth.’ The theme symbolizes the dream, challenge, 
passion and unlimited potentials of the youth represent-
ed in the comics. The event is designed to discuss the 
future of the comics that are consistently evolving and 
dreaming for the better and view the issues of the youth 
nowadays from perspectives of comics.  

Theme 
Youth

Date 
Wednesday, July 19th to Sunday, July 23th, 2017

Venue 
Korea Manhwa Museum 

Programs 
Opening ceremony, exihibitions, comics markets, global 
comics city conference, Korea Comics Agora, Interna-
tional Childeren Comics artist Awards, events

영원한 청년문화 만화, 
꿈을 향한 도전과 열정을 펼치다 

Comics, the all-time popular item in youth 
culture, now unfolds its ambitious challenge 
and passion to turn the dream into reality  

행사개요 EVENT OVERVIEW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 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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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청년만화가들이 던지는 
‘청년’ 주제의 다양한 메시지

Diverse Messages from 
Young Cartoonists Both 
Home and Abroad under 
the Theme of the ‘Youth’  

Now One-stop Global 
Comics Contents & 
Exchange! 

글로벌 만화 콘텐츠 교류, 
이제 ‘원스톱’으로! 

올해로 20회 성년이 된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청년’으로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전시를 
준비했다. 주제전 <청년, 빛나는>에서는 국내외 여러 만화가들의 청년시절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눈썰미 있는 관객이라면 아직 덜 여문 듯이 보이는 작품일지라도 그 속에서 만화에 대한 꿈과 열정
이 빛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전은 지난해 부천만화대상을 수상한 마일로 작가의 
<여탕보고서>전과 해외작품상을 수상한 오이마 요시토키의 <목소리의 형태전>으로 준비했다. 여
기에 더해 기획전으로 올해 앙굴렘국제만화축제에서 ‘새로운 발견상’을 수상한 앙꼬 작가의 <나쁜 
친구전>, 한국과 벨기에 젊은 만화가 6명을 조명한 <한·벨 만화교류전>까지 글로벌한 진용을 갖춘 
재기발랄한 청년만화가의 작품들이 관객을 기다린다. 이외에도 <VR웹툰전>과 <세계시사만화전>, 
<세계만화자료전> 등 알찬 기획의 전시가 마련됐다.

만화 도시로 자리매김한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축제 기간 중 글로벌만화도시네트워크
에서 한국을 대표해 세계 8개국의 주요 만화 도시와 만난다. 국내 우수 만화 콘텐츠에 글로벌 진출
의 기회를 제공해온 한국국제만화마켓(KICOM)은 그 명성에 걸맞게 올해도 국내외 만화 콘텐츠 관
련 기업 45개사가 참여해 세계적 가치의 만화 콘텐츠 발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 여기에 다양
한 전시, 참여행사까지 더해져 이제 글로벌 만화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만날 수 있다.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marking the 20th anniversary this year has 
selected the ‘Youth’ as this year’s theme and provides diverse exhibitions under the 
theme. The theme exhibition, <Shining Youth> offers a chance to meet the works of 
many cartoonists from their younger years. You may find the illuminating passion and 
dream for comics hidden in these works, even when they may look not matured yet. 
As special exhibition, Milo’s <Women’s Sauna Report> winning the Bucheon Comics 
Awards last year and Yoshitoki Oima’s <The Shape of the Voice> are presented. As 
project exhibitions, Ancco’s <Bad Friend> winning the Prix Revolution Award at the 
Angoulême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and Korea-Belgium Comics Exchange> are 
presented to shed light on 6 young cartoonists of Korea and Belgium and will add on 
global coverage, presenting the works of bright and talented cartoonists across the 
globe. Other than that, many other project exhibitions are prepared, including <VR 
Webtoon Exhibition>, <World Editorial Cartoon Exhibition>, <World Comics Archive 
Exhibition>.

특징 및 차별점  
Features and Differentiation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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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의 가치를 높이는 
국제만화컨퍼런스(KOCOA) 

Korea Comics Agora to 
Promote the Value of 
Comics (KOCOA) 

Gyeonggi International 
Cosplay Festival, the First 
Event of its Kind in Korea   

국내 최초로 열리는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더욱 특별한 이유! 국내 최초로 국제 규모의 코스프레챔피언십이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열린다. 대한민국과 해외 유명 코스플레이어들이 펼치는 치열한 경연은 보
는 눈을 즐겁게 할 것이다. 코스프레를 주제로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곳곳에서 열린
다.

국제만화컨퍼런스(KOCOA)는 국내외 만화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화의 학술적 · 산업적 ·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 장이다. 올해 부천국제만화축제의 주제인 ‘청년’에 걸맞게 한 · 중· 일 3개국
의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의 청년 만화교육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 피칭쇼 등 국
내외 명사들이 펼치는 열띤 토론 또한 흥미롭다.

Bucheon, the city of comics and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are ready, as 
representatives of Korea, to meet 8 major cities of comics across the globe, on the 
Global Comics City Network, during the festival period. Expectation is also running 
high on the Korea International Comics Market (KICOM) that has been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ompetent comics contents from Korea and abroad to enter the 
global markets, as 45 comics contents companies from home and abroad will join to 
explore and find creative comics contents for the global market.  Diverse exhibitions 
and participation events will provide opportunities on the sideline, to meet comics 
contents from all across the world, all at once. 

Korea Comics Agora (KOCOA) is known to be platforms where experts on comics 
from Korea and overseas to gather together to discuss how to promote academic, 
industrial and educational value of comics. Under the symbolic theme of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this year,  the ‘Youth,’ experts from Korea, China and 
Japan will gather together and review the status of education about comics for the 
youth across the world and seek ways of further development. Heated discussion is 
expected among experts from home and abroad at the seminars and the pitching 
shows. 

One more event to make the 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even 
more special! The first global-level cosplay event in Korea will be held at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Famous cosplayers from overseas and the best 
cosplayers in Korea will gather together for fierce competition and provide a lot to 
enjoy for the audience. Also, diverse events will be held for citizens to join and enjoy 
together under the theme of cosplay. 

특징 및 차별점  Features and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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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포스터 OFFICIAL POSTER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의 포스터는 지난 해 <여탕
보고서>로 부천만화대상을 수상한 만화가 마일로가 작
업을 맡았다. 이번 포스터는 특히 ‘청년’이라는 올해 축
제 주제에 맞게 마일로 작가의 생생한 캐릭터와 함께 다
채로운 느낌을 한껏 살렸다. 포스터는 푸른 풀밭 위를 산
책하는 사람들과 마일로 작가의 신작 <극한견주> 속 반
려견이 함께 하는 모습을 ‘20회’를 상징하는 숫자 ‘2’에,  
<여탕보고서> 속 익살스러운 목욕탕 풍경을 숫자 ‘0’에 
아내면서 유쾌하고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러
한 풍경들이 만화를 상징하는 ‘칸’을 배경으로 펼쳐져 
‘만화축제’의 정체성을 보다 잘 표현해내고 있다.

부천국제만화축제는 매년 부천만화대상 수상자에게 
다음해 축제의 공식 포스터 작업과 특별전시 개최의 영
예를 주고 있다. 그동안 윤태호(2015년), 박건웅(2014
년), 박시백(2013년), 송동근(2012년), 최규석(2011년), 
박희정(2010년), 최호철(2009년), 이희재(2008년), 김
동화(2007년), 유시진(2006년), 강풀(2005년), 허영만
(2004년) 등 쟁쟁한 만화가들이 참여하여 축제 관람객
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Women's Sauna Report>, the official poster of the 20th BICOF 
arrives thanks to the hard efforts made by Milo, winner of the 
2016 Bucheon Comics Awards. “Youth,” the theme of this year’s 
festival, is well expressed in her work. You can see a number ‘20’ 
(or ‘2’ and ‘0’) on the ground; on your left, people are walking 
with their dogs along a number ‘2’-shaped grass field (the char-
acters are from Milo’s new series, <Extreme Dog-care>. On your 
right, some women are enjoying a hot bath around a “0”-shaped 
tub (the characters are from, <Women's Sauna Report>.) The 
‘square frame,’ representing a comic page, clearly links the 
scene with the identity of a comics festival.

 BICOF grants privileges to a winner of last year’s Bucheon 
Comics Awards. The last awardee is in charge of the official 
poster for the next festival and is entitled to hold a special exhi-
bition. Up to now, many distinguished cartoonists have delight-
ed comic fans, including: Yoon Tae-ho (2015), Park Gunwoong 
(2014), Park Sibaek (2013), Song Donggeun (2012), Choi Gyusuk 
(2011), Park Heejeong (2010), Choi Hochul (2009), Lee Heejae 
(2008), Kim Donghwa (2007), Yoo Sijin (2006), Kang Full (2005), 
and Heo Youngman (2004).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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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이 함
께 열려, 전 세계의 코스플레이어들이 축제 현장에 결집한다. 축
제 홍보대사로 전문 코스플레이어를 선정한 것 또한 국내 최초로 
열리는 국제 규모의 코스프레페스티벌을 중심으로 부천국제만
화축제를 시민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만들고자 함이다. 
전문 코스플레이어로 잘 알려진 ‘에키홀릭’은 작고 동그란 얼굴
과 순정만화의 주인공 같은 이목구비, 어떤 캐릭터도 완벽히 소
화해내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사랑받고 있다.  
매일 웹툰을 챙겨볼 정도로 웹툰 마니아인 그녀는 한국만화영상
진흥원 입주만화가인 박용제의 <갓 오브 하이스쿨> 속 캐릭터를 
코스프레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This year’s BICOF will be held together with the Gyeonggi 
International Cosplay Festival (GICOF). Cosplayers and 
fans will come to Korea from all over the world. As this 
event is the first international costume play festival in 
Korea, we have chosen a professional cosplayer as the 
honorary ambassador to BICOF. Come and Join Us! 
A professional costume player, ‘EKIHOLIC’ is well known 
for her outstanding performances as well as her exqui-
site features, which uncannily resemble the teenage girl 
of romance comics. 
Recently, she represented a character in <God of High 
School>, created by Park Yong-jae, a cartoonist-in- 
KOMACON residence program artist. 

홍보대사 HONORARY AMBASSADOR

에키홀릭

코스플레이어 홍보대사 Honorary Ambassador to BICOF, Cosplayer

EKIHOLIC

- 現 프로 코스튬플레이어
- 前’팀 CSL’멤버
- �싱가폴 Garena Carnival 심사위원 / COSFEXT X.2, ACM, 

Sea fames carnival 초청
- �필리핀 WCS 예선 심사위원 초청 / 중국 WCS 예선 초청 / 

태국 Coscom 팬사인회 등

-�Professional�cosplayer
-�(Former)�Member�of�Team�CSL
-��Jury�of�Garena�Carnival,�Singapore�/�invitee�of�

COSFEXT�X.2,�ACM,�Sea�fames�carnival
-��Jury�of�WCS�Preliminary�Competition�Philippines�&�

China�/�Coscom�Fan�Autography�Event,�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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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한편, 3D게임 한판. 예술과 공학이 만나 새로운 세상을 만
들어가는 중심에 있는 영상&게임콘텐츠과. 만화를 사랑하는 청
년들이 스무 살 부천국제만화축제를 응원한다.

“정직하면 행복해져요”
1억원의 수표를 주워 곧바로 주인을 찾아준 부천의 행복 배달부. 사례금도 거절
하며 당연한 일을 한 것 뿐이라는 그는 정직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게 행복이라 
말한다. 시민과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는 부천국제만화축제가 되길 기대하며 올
해의 시민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었다.   

Webtoon and 3D Game. Visual Image & Game Contents 
Department creates a new world combining fine arts and 
engineering! Young comic lovers support the 20th BICOF

“Honesty makes everyone happy”
Parcel delivery man, Woo Young-chun found 
a one hundred million won cheque in the 
street and returned it to its owner. He then 
declined a big cash reward, saying that he 
had only done what he was supposed to do 
as a responsible citizen. To commemorate 
his exemplary conduct, BICOF appoints Mr. 
Woo as a Citizen Ambassador. 

시민홍보대사 CITIZEN AMBASSADORS

청년 & 나눔의 의미를 
담다

부천대학교 
영상&게임콘텐츠과

부천 선행시민 
우영춘

Visual Image & Game Contents Department, 
Bucheon University

Exemplary citizen of Bucheon, 
Woo Youngchun

Youth & Value of Sharing 
Culture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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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의 공식 트레일러 영상은 스무 살 축제
를 기념해 청년과 함께 하는 축제를 콘셉트로 청년 만화가들의 
컷툰을 담는다.

2017 앙굴렘국제만화축제 ‘새로운 발견상’ 수상자 앙꼬 작가, 
2016 부천만화대상 수상자 마일로 작가가 ‘청년’을 키워드로 컷
툰을 그리는 과정을 담았다. 출판만화가인 앙꼬 작가가 펜으로 
종이에 작업하는 모습과 마일로 작가가 태블릿에 웹툰을 그리는 
장면이 대조를 이루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매력을 지
닌 만화 제작 과정을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An official trailer of the BICOF, as a celebration of BICOF’s 
twentieth anniversary, presents young comics artist’s 
‘cut-toon’ which highlights a core concept of our ‘Festi-
val with Youth’. Ancco, the Prix Revelation winner of the 
Angoulême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2017, and Milo, 
a winner of the 2016 Bucheon Comics Awards, disclose 
from their studio how they create a ‘cut-toon.’ Tradition-
ally published Ancco depends on drawing pencils and 
papers while the digital gadget mania Milo relies on tab-
let PCs. Their different ways of creating makes variety of 
the fun available to comic fans.  

공식 트레일러 OFFICIAL TRAILER

청년컷툰 Youth cut-toon

청년 만화가들이 생각하는 
‘청년’의 의미, 컷툰으로 담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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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위원장
박재동 | 만화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과 교수

부천국제만화축제 총괄큐레이터
김종범 | 만화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겸임교수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위원
김병수 | 목원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김   신 | 중부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과 교수
신명환 | 만화가
정환석 | 다음웹툰 부사장
신희용 | 네이버 웹툰사업실 실장
권혁주 | 만화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
최재훈 | 만화가
최   민 | 만화가
최정규 | 만화가
한창완 |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구도림 | 부천시 만화애니과 만화1팀장

부천국제만화축제사무국
사무국장 | 이용철
축제운영 | 김준호 이소희
전시 | 오미진 김민혜 정지혜
컨퍼런스,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 박소연 김지연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 이선미 손보예 한상범
참여행사 | 심현필 강윤지
마켓 | 홍현지
홍보 | 박혜수 정해란 서수빈 성채원

경영본부장
이재순

정책기획팀
최미영 김우현 최원혁 정윤실 이효재

경영지원팀
김대기 임미영 이은경 이옥임 이광엽 강은혜 김광수 김연희

기반조성팀
서상구 백정재 김태훈 서희진 임설민 배은영 김세형 이미진 
정여주 김한조

만화진흥본부장
이용철

산업진흥팀
김선미 김유정 김보금 한필호 안윤선 윤해솔 이유리 장준도 

글로벌사업팀
김대진 최하전 이미정 이인철 민들레 김혜명 문가연 김현덕

박물관운영팀
백수진 방희정 서정임 최중국 최은영 박보라 김현재

문화진흥팀
오덕영 이태영 심리나 현재영

만든 사람들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위원회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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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Diretor of BICOF
Park Jaedong

Program Curator of BICOF
Kim Jongbum

Steering Committee of BICOF
Kim Byoungsoo
Kim Shin
Shin Myunghwan
Jung Hwansuk
Shin Heeyong
Kwon Hyukjoo
Choi Jaehoon
Choi Min
Choi Junggyoo
Han Changwan
Gu Dorim

Festival Secretariat of BICOF
Secretary General | Lee Yongchul
Festival Operation | Kim Juno, Lee Sohee
Exihibition | Oh Mijin, Jung Jihye, Kim Minhye
Conference, ICCA | Park Soyeon, Kim Jiyeon
Gyeonggi International Cosplay Festival | 
Lee Seonmi, Son BoYae, Han Sangbum
Event | Shim Hyeonphil, Kang Yonnji
Fair | Hong Hyunji
Public Relation | Park Hyesoo, Jung Haeran, 
Seo Subin, Sung Chaewon

Management Support Director
Lee Jaesun

Policy Planning Team
Choi Miyoung, Kim Woohyun, Choi Daniel, Jung Yunsil, Lee Hyojae

Management Support Team
Kim Daeki, Lim Miyoung, Lee Eungyeong, Lee Oklim, 
Lee Kwangyoub, Kang Eunhye, Kim Kwangsoo, 
Kim Yeonhee

Foundation Team
Seo Sanggu, Paek Jeongjae, Kim Taehoon, Seo Heejin, Lm Seolmin, 
Bae Eunyoung, Kim Sehyung, Lee MiJin
Jung Yeoju, Kim Hanjo

Comics Promotion Director
Lee Yongchul

Industrial Promotion Team
Kim Seonmi, Kim Youjung, , Kim Boguem, Han Pilho, Ahn Yoonsun, 
Yoon Haesol, Lee Youlee, Chang Jundo

Global Business Team
Kim Daejin, Choi Lea, Lee Mijeong, Lee Inchul, Min Deulre
Kim Hyemyoung, Mun Gayeon, Kim Hyeondeok

Museum Management Team
Paek Sujin, Pang Heejung, Suh Jurney, Choi Jungkook, 
Choi Eunyoung, Park Bora, Kim Hyunjae

Curtural Promotion Team
Oh Duckyoung, Lee Taeyoung, Sim Rina, Hyeon Jaeyeong

FESTIVAL STAFF

The 20th Steering Committee of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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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사람들 CREDITS

자원활동가 Volunteer

행사개요

행사운영 Administration
강은숙Kang Eunsook, 김도희Kim Dohee, 김은주Kim Eunju, 김태은Kim Taeeun, 박문수Park Moonsoo, 박혜린Park Hyerin, 

백준규Baek Jungyu, 오혜민BOh Hyemin, 이정원Lee Jeongwon, 이종수Lee Jongsu, 이혜지Lee Hyeji, 임지영Lim Jiyoung, 장훈희Jang 

Hunhui, 정민영Jung Minyoung, 정희정Jung Heejung, 표세은Pyo Seeun, 허나윤Heo Nayun, 홍윤희Hong Yunhee

전시 Exhibition
고유정Ko Youjung, 김관호Kim Gwanho, 김도현Kim Dohyeun, 김봉주Kim Bongjoo, 김서영Kim Seoyoung, 나지수Na Jisoo, 

박다솜Park Dasom, 박소현Park Sohyun, 박수빈Park Soobin, 오수연Oh Sooyeon, 유종완Yu Jongwan, 이성빈Lee Sunogbin, 

이윤주Lee Yoonju, 장시현Jang Shihyun, 정원중Jeong Wonjung, 차희주Cha Huiju, 한주완Han Juwan, 홍현정Hong Hyunjung

컨퍼런스 Conference
김혜진Jessicakim, 박형훈Park Hoohon, 손다영Son Dayoung, 오혜민Oh Hyemin, 유예순Yu Yesun, 유효진Yu Hyojin, 이지훈Lee Jihun, 

태선호Tae Sunho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ICCA
노희진No Huijin, 이선진Lee Sunjin, 장지연Jang Juyeon, 정문식Jung Moonsik

만화마켓 Fair
김기평Kim Kipyeong, 김다은Kim Daeun, 김미소Kim Miso, 김병훈Kim Byonghoon, 명수경Myeong Sookyeong, 문세정Moon Sejeong, 

서다원Seo Dawon, 서동우Seo Dongwoo, 서승용Seo Dawon, 송지훈Song Jihoon, 이하아린Lee Haarin, 이하은Lee Haeun, 

장윤선Chang Yoonseon 정재윤Jeong Jaeyun, 주예린Ju Yerin, 최유미Choi Yoomi, 현수빈Hyun Subeen

참여행사 Event
가정원Ga Jungwon, 강민지Kang Minji, 강인애Kang Inae, 강주영Kang Jooyoung, 김근수Kim Geunsu, 김다희Kim Dahui, 김민주Kim Minju, 

김소연Kim Soyeon, 류명철Ryu Myungchul, 신유진Shin Yujin, 예시연Yea Siyeon, 유승희Yoo Suenghee, 유지수Chloe Whitney, 

이광일Lee Gwangil, 전명훈Jeon Mounghun, 조수현Jo Soohyun, 조재희Jo Jaehee, 최원민Choi Wonmin, 최현호Choi Hyunho

초청 Invitation
곽나린Kwak Narin, 김희진 Kim Heejin, 박성아Park Seonga, 박은주Park Eunju, 서정현Seo Junghyun, 유가람Yoo Garam, 

이선정Lee Seongjeong, 이채빈Lee Chaebin, 임경민Lim Kyeongmin

홍보 Public Relation
곽재희Gwak Jaehui, 박선화Park Sunhwa, 박지은Park Jieun, 박희영Park Heeyoung, 유용환Yoo Yonghwan, 이한정Lee Hanjeong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Gyeonggi International Cosplay Festival
김신정Kim Shinjung, 김유경Kim Yukyung, 김재철Kim Jaecheol, 김태연Kim Teayeon, 노유정No Youjeong, 박지우Park Jeewoo, 

변수빈 Byun Subeen, 성지훈Sung Jihoon, 신보배Shin Bobae, 박윤나Park Yunna





프로그램 2PROGRAM



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전시

EXHIBITION



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DIRECTORY

031

주제전 | 청년, 빛나는

주제전 <청년, 빛나는>은 부천국제만화축제 20주년을 기
념해 ‘청년’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만화작가들의 20대 때
의 열정과 패기, 방황, 도전 등을 보여주는 전시이다. 
만화라는 장르가 탄생하고 웹툰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그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많아진 시대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
은 여전히 현실과 미래 사이에서 끼와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도전받고 있다. 주제전은 이런 청년들의 모
습을 국내외의 원로, 현역, 청년작가들을 망라해서 그들의 
청년시절 이야기와 자료들을 전시로 풀어내고자 한다.
20여 명의 국내외 만화가들의 20대 데뷔 시절의 고민들과 
삶의 궤적을 그 시절의 원고와 잡지나 책, 인터뷰 등을 통
해 보여준다. 이 전시는 구하기 어렵거나 작가들이 보여주
기 꺼려하는 청년 시절의 희귀 원고들이나 자료들에 초점
을 두었다. 본 전시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또는 유명하
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모두가 거치게 되는 과정으로 같은 
나이 때에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료들의 시점에서 시작
한다. 성공한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전하고 좌절하던 그 
때의 이야기들인 것이다. 관람객들은 작가의 이름이 아니
라 시대와 유명세를 떠나 같은 출발선에 있는 20대 청년
들의 전시를 보고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주제전은 꿈과 
열정을 갖고 도전하며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
에게 보내는 위로가 되고자 한다. 

• 전시명: <청년, 빛나는> 
• 기   간: 2017. 7. 19.(수) ~ 8. 27.(일)
• 장   소: 한국만화박물관 3층 제1기획전시실
•  참여작가: 김금숙, 박건웅, 박현수, 안민희, 오민혁, 이두

호, 이슬아, 이종범, 이충호, 이희재, 홍연식, 마드무아젤 
카롤린, 바스티앙 비베스, 크레이그 톰슨 등

<Bright> is the thematic exhibition to celebrate the 20th anni-
versary of BICOF. Under the main theme of “Youth,” this  year’s 
exhibition will consist of  a plethora of works showing the pas-
sion, ambitions, challenges, and frustrations of cartoonists in 
their 20s. Ever since their inception, comics have been consis-
tently changing their format. Today, a new generation of com-
ics called “Webtoon” prevails. However, young cartoonists are 
facing uncertainty in their career because of the gap between 
their dreams and a hostile reality. Talent does not promise suc-
cess; their ambition is challenged. This festival encompasses 
the works of young, active, and established cartoonists to tell 
the story of their youth in exhibition form. It vividly describes 
the success and frustration of some 20 renowned cartoonists 
in their twenties from Korea and overseas via their drawings, 
books, magazines, and interview articles. Visitors will have a 
chance to see the undisclosed and rare materials of famous 
cartoonists. Their stories have various threads in common, 
regardless of age, professional career, or popularity. This is not 
about the winner but the challenger. Whether one is eminent 
or not, aged or not, all authors stand at one time or another 
at the starting line of their 20s. Cartoon fans will meet young 
artists face to face and hear their stories. In short, Youth and 
Brilliance seeks to energize a younger generation who dare to 
chase their ambitions and passions but encounter unexpected 
failures and frustrations. 

• Title: <Golden Youth Exhibition>
• Date:July 19 (Wed.) ~ Aug. 27 (Sun.) 2017 
• Venue:  The 1st Special Exhibition Gallery, 3F, Korea Manhwa 

Museum
•  Participants: Kim Kum Suk, Park Gun Woong, Park Hyun Soo, 
Ahn Min Hee, Oh Min Hyuk, Lee Doo Ho, Lee Seul A, Lee Jong 
Bum, Lee Choong Ho, Lee Hee Jae, Hong Yeon Sik, Mademoi-
selle Caroline, Bastien Vives, Craig Thompson

시대를 넘어선 청년작가들의 ‘빛나는’ 도전 Young Artists’ ‘Brillant’ Challenges over the Generations  

주제전 THEME EXHIBITION 

청년, 
빛나는

Golden�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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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보고서-여탕브리핑>전은 ‘2016 부천만화대상’, ‘부천시민
만화상’ 2관왕을 수상한 마일로 작가의 <여탕보고서>를 일목요
연하게 살펴볼 수 있게 마련된 전시이다. 웹툰의 힘은 다양성에
서 나온다. 웹툰에서 다루는 소재와 장르의 영역이 다각화되고 
광범위해졌다. 웹툰 <여탕보고서>는 ‘여탕’이라는 소재를 한국
만화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작품이
다.
작가는 <여탕보고서>를 통해 여탕 속에서 드러나는 공간적, 사
회적, 인간적 관계들을 특유의 재치와 유머로 재미있게 묘사했
다. 전시에서는 작품의 내용을 관람객들에게 흥미 있게 전하기 
위해 웹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에피소드 브리핑’, 웹툰 속 목요
커들이 사용하는 ‘목욕도구 브리핑’, 웹툰 창작과 관련한 ‘작품 브
리핑’, 웹툰 속 재미요소를 발굴한 ‘이슈 브리핑’, 그리고 ‘체험 브
리핑’으로 작품을 세분화해 상황별로 전시 콘텐츠화했다.
금남의 공간 여탕, 웹툰 속 여탕을 전시장에 재현해 작품의 재미
를 배가 시키고 각 에피소드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해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각을 브리핑 형식으로 제공하여 웹툰 <여탕
보고서>의 재미와 정보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전시명: <여탕보고서 - 여탕브리핑>
 • 기   간: 2017. 7. 19.(수) ~ 10. 9.(월)
•  장   소: 한국만화박물관 1층 제2기획전시실

<Women's Sauna Report: Briefing on Ladies Bathhouse 
> is a special exhibition by Milo, winner of the “2016 Bu-
cheon Comics Awards” and “Bucheon Citizens’ Comics 
Awards.” Diversity is the key element that makes web-
toons unique. They consistently extend their subject 
matter and genre. Notably, <Women's Sauna Report> is 
the first webtoon to take a woman’s public bath for its 
topic matter. The author, Milo, describes her Ladies Bath-
house with wit and humor, in so doing defining a spatial,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The exhibition consists 
of several situations - “Episode briefing” will attract 
attention; “Bathware Briefing” shows a variety of tools 
used by bathers; “Arts Briefing” tells about webtoon cre-
ation works; “Issue Briefing” shows some of the fun fac-
tors at play; then finally comes “Experience Briefing.” The 
replicated Ladies Bathhouse will, we are sure, draw your 
curiosity, while visual effects help visitors to discover the 
hidden stories behind each episode. All are carefully de-
signed to add experiential fun and information. 

• Title: < Women's Sauna Report - Briefing on Ladies Bath-
house>

• Date: July 19 (Wed.) ~ October 9 (Mon.) 2017 
• Venue:  The 2nd Special Exhibition Gallery, 1F, 
                  Korea Manhwa Museum

여탕보고서: 
웹툰 속 여탕, 여탕 속 웹툰 브리핑

Women's Sauna Report: 
How webtoons depict a Ladies Bathhouse!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여탕보고서
- 여탕브리핑

Women's�Sauna�Report
- Briefing on Ladies Bath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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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의 형태 -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은 2016년 제13회 
부천만화대상 해외작품상을 수상한 작가 오이마 요시토키(大今
良時)의 <목소리의 형태>와 <불멸의 그대에게>를 소개하는 전
시이다. <목소리의 형태>는 청각장애, 집단 따돌림과 같은 심각
한 문제를 다루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소통과 믿음,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성장을 감성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부천만화대상
을 비롯해 일본의 여러 만화상을 수상했다. 현재 연재중인 <불멸
의 그대에게>는 독특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어느 날 지상에 떨어
진 후 여러 형태와 생명체로 변화하며 세상을 여행하는 미지의 
존재를 그린 대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목소리의 형태>와 <불멸의 그대에게>에 실린 
컬러 일러스트와 흑백원고, 그리고 애니메이션<목소리의 형태>
의 스틸컷과 포스터를 감상할 수 있다. 작가의 견고한 스토리텔
링과 삶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전시이다. 

• 전시명: <목소리의 형태-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 기   간: 2017. 7. 19.(수) ~ 7. 23.(일) 
• 장   소: 마켓전시관

<A Silent Voice: Compassion to Others> is an exclusive 
exhibition of two award-winning works, <A Silent Voice> 
and < To You, The Immortal>, by Ooima Yoshitoki, winner 
of the foreign artists category at the 13th Bucheon Com-
ics Awards in 2016. <A Silent Voice > deals with the issue 
of hearing impairment and subsequent bullying, whilst 
also showing a better side to human nature, a belief in 
person to person communication and the emotional arc 
of its characters’’ growth, all of which led to it being hon-
ored at the Bucheon Comics Awards, as well as being the 
recipient of numerous other Japanese manga awards. 
<To You, The Immortal>, currently being published in se-
rial form, is an epic tale of an unknown creature endowed 
with a unique world view which -after one day crashing 
into the ground- can transform its appearance into many 
different forms. This exhibition includes illustrations and 
drafts of <A Silent Voice > and <To You, The Immortal> as 
well as still pictures and posters of the animation movie 
“A Silent Voice.” You will learn not only about the author’s 
special story telling techniques, but also, we hope, gain a 
little greater understanding of life and people.   

• Title: <A Silent Voice - Kind Attention to Humans>
• Date: July 19 (Wed.) ~ 23 (Sun.) 2017 
• Venue:  Market Exhibition Hall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목소리의 형태 
-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A�Silent�Voice
- Kind Attention to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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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의 그림일기>, <삼십살>, <열아홉> 등의 작품들 속에서 자
신의 이야기를 뚝심 있게 펼쳐내며 존재와 과거가 화해하는 법을 
모색해 왔던 작가 앙꼬는, 2012년 처음으로 펴낸 장편만화 <나
쁜 친구>에서도 10대 시절의 막막했던 성장의 상처를 집요하게 
들춰내는 용기 있는 시도를 했다. 그리고 2017년 제44회 앙굴렘
국제만화축제는 ‘새로운 발견상’에 <나쁜 친구>를 선정하며 작
가의 진정성에 화답했다. 
기획전 <나쁜 친구-날것 다부진 자화상>은 <나쁜 친구>의 의미 
있는 수상을 기념하여, 앙꼬의 작품 전반에 흐르는 밀도 있는 자
아 성찰의 깊이를 가늠해 볼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작가
가 기나긴 삶의 매듭마다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객관화시켰으며 
어떻게 변화해갔는지를 자화상과 일기들을 통해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도 될 것이다. 더불어 앙꼬처럼 스스로의 이야기부
터 시작하는 만화가들의 작품들, 일명 ‘자전 만화’의 세계적인 흐
름과 그 호소력 있고 빛나는 결과물들도 함께 조망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 전시명: <나쁜 친구 - 날것 다부진 자화상>
• 기   간: 2017. 7. 19.(수) ~ 8. 20.(일)
• 장   소: 한국만화박물관 4층 카툰갤러리 

Ancco, the author of <Ancco’s Picture Diary>, <Thirty 
years old>, and <Nineteen>, has long been looking for a 
reconciliation between being and the past. She attempt-
ed to heal unhappy adolescent memories by publishing 
her first book, <Bad Friends > in 2012. Finally, she was 
awarded the Prix Revelation at the 44th Angouleme In-
ternational Comics Festival in 2017. 
The special exhibition, <Bad Friends – A Stouthearted 
Self-portrait> is to commemorate <Bad Friends> and to 
measure the depth of her self-reflection in other works. 
In addition, this exhibition will help visitors to under-
stand how Ancco objectified and portrayed herself at 
every juncture of hardship in her life. <Bad Friends – A 
Stouthearted Self-portrait> will also provide insights 
into global comic book trends, particularly the so-called 
“autobiographical graphic novel.”

• Title: <Bad Friends - A Stouthearted Self-portrait>
• Date: July 19 (Wed.) ~ Aug 20 (Sun.) 2017 
• Venue: Cartoon Gallery, 4F, Korea Manhwa Museum

앙굴렘국제만화축제 새로운 발견상 
수상작 기획전

Winners of 
Angoulême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Awards

기획전 PROJECT EXHIBITION

나쁜 친구
- 날것 다부진 자화상

Bad�Friends
- A Stouthearted Self-por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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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기술로 일컬어지는 가상현실은 대중들에
게 아직까지 멀기만 하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만화를 재창조 해
낸 한국의 ‘웹툰’과 가상현실 기술 접목을 통해 ‘VR웹툰’의 대중
화를 꿈꾸는 국내 스타트업이 2017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처
음 선보인다.
그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상현실과 만화의 접목 시도는 이미 존
재했다. 그러나 기존 웹툰처럼 일반 PC와 스마트폰을 동시에 지
원하고, 기존 유명 웹툰 작가들과 함께 VR전용 작품을 제작 배포
한 플랫폼을 선보인 것은 코믹스브이가 처음이다.
코믹스브이는 VR웹툰 제작에 대한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누구
나 VR웹툰을 만들어 올려 볼 수 있는 글로벌 오픈 플랫폼을 지향
하고 있어, 한국이 가상현실에서도 만화 강국임을 전 세계에 알
리고 VR웹툰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축제기간에는 ‘VR/AI기술에 의한 만화 창작환경의 혁신’을 주제
로 컨퍼런스도 진행하여 코믹스브이의 서비스 개발기와 창작환
경에서 미래기술이 갖는 의미 등을 들을 수 있다.

• 전시명: <VR웹툰전- 가상현실에서 만화를 만나다>
• 기   간: 2017. 7. 19.(수) ~ 7 23.(일)
• 장   소: 한국만화박물관 1층 로비
• 참여작가: 고일권, 백성민, 지강민, 제뉴, 최호철, 환쟁이 등

“Virtual reality” technology is a symbol of the 4th In-
dustrial Revolution but it still remains alien to a distant 
public. Korean Start-ups will present at the 2017 BICOF a 
“VR Webtoon” brought to you by Korean “Webtoon” and 
advanced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thus recreating 
and popularizing comics in a digital world. Of course, this 
is not the very first attempt to combine comics with VR. 
However, Comix.V, co-working with leading webtoonists, 
is a forerunner of VR platforms that supports both desk-
top/laptop computers and smart devices. What Comix.
V is trying to develop is a global open platform where all 
users can share educational materials for VR webtoon 
creation, then upload without restriction their very own 
VR webtoon. This will in turn help Korean webtoonists 
to distribute their creations to users in the virtual reality 
world. Additionally, the conference, “Creating Manhwa in 
an Innovative Environment: Virtual Reality (VR) and Arti-
ficial Intelligence (AI)” will be convened during the festi-
val. Comix.V will share its service development stories in 
an attempt to foresee how the new technology changes 
comics creation environments. 

• Title: <VR Webtoon Exhibition 
              - Comics in Virtual Reality>
• Date: July 19 (Wed.) ~ 23 (Sun.) 2017 
• Venue: Lobby, 1F, Korea Manhwa Museum
• Artist:  Ko Ilkown, Baek Sungmin, Ji Gangmin, Zenyu, 

Choi Hochul, WhanJ

본격 VR웹툰 플랫폼, 
가상현실 만화의 대중화에 도전하다

VR Webtoon Platform, 
Spreading Virtual Reality Comics

특별전 PROJECT EXHIBITION

VR웹툰전
- 가상현실에서 만화를 만나다

VR�Webtoon�Exhibition
- Coming Across Comics in a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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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을 고민하고 어디로 향하
고 있을까? 꿈 혹은 현실과 더불어 헤매고 아픈, 숨 돌리며 떠나
는, 궁상맞으면서도 제자리를 찾는 과정 속 청년의 삶을 한국과 
벨기에, 두 나라 만화가들이 그렸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주벨
기에 유럽연합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제4회 한국-벨기
에 만화교류전에서 양국 만화가 6인의 대표작이 ‘청년’을 주제로 
전시된다. 벨기에 참여 작가들 모두 전시 기간 한국을 찾을 예정
이며, 본 기획전은 9월 벨기에 만화축제에서도 만날 수 있다. 

• 전시명: <한·벨 만화교류전>
• 기   간: 2017. 7. 19.(수) ~ 7. 23.(일)
• 장   소: 마켓전시관
• 참여작가: 류승희, 수신지, 최규석, 도미니크 고블레, 
                  프랭크 페,  콘즈

How does the young generation see the world? What are 
their concerns and where are they headed? Korean and 
Belgium cartoonists describe lives of a younger genera-
tion – their desired destination if they have one, the re-
ality they live in, the struggles they have to face, and the 
shabby world from which they cannot escape. The 4th 
Belgian-Korean Comics Exhibition is jointly organized by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KOMACON) and Korean 
Cultural Center Brussels. Six Korean and visiting Belgian 
cartoonists will present their works on “Youth.” All works 
will be also exhibited at the Belgian Comic Festival to be 
held this coming September. 

• Title: <Belgian-Korean Comics Exhibition>
• Date: July 19 (Wed.) ~ 23 (Sun.) 2017 
• Venue: Market Exhibition Hall
• Artist:  Ryu Seunghee, Soo Shinji, Choi Gyu-suk, Domin-

igue Goblet, Frank Pé,  Conz

기획전 PROJECT EXHIBITION

한·벨 
만화교류전

Belgian-Korean�
Comics�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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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사만화전>에서는 풍자만화의 개척자이자 근대 시사만
화의 기원인 오노레 도미에(Honore Daumier)의 사법풍자화
와 1860년대 발행된 프랑스 풍자만화 주간지에 수위 높은 촌
철살인의 풍자화를 연재한 화가이자 풍자만화가였던 앙드레 질
(Andre Gill,1840~1885)의 시사만화를 발행신문 <라륀 La 
lune>지(1865년 창간된 프랑스 시사만화 주간지로, 1867년 나
폴레옹과 교황에 대한 풍자만화로 1868년에 강제로 폐간됨) 원
본 그대로 전시 한다.
또한 현재 2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사만화가 30명의 ‘표현
의 자유’를 주제로 한 작품 60점과 한국시사만화가 20명이 청년
을 주제로 그린 시사만화 30점도 함께 선보인다.
부대행사로 미국시사만화가협회 팻 배글리(Pat Bagley) 회장(<
솔트레이크 트리뷴 Salt Lake Tribune>지 시사만화가)의 작품
전시와 만화가 토크를 진행한다. 

• 전시명: <세계시사만화전>
• 기   간: 2017. 7. 19.(수) ~ 7. 23.(일)
• 장   소: 마켓전시관
• 참여작가:  그로, 보모린, 비즈, 이솝, 코코, 팻 배글리, 플랑튀, 

필모 등 국내외 만화가 50여명  
• 부대행사: 만화가 토크(미국 시사만화가 팻 배글리)
• 후   원: 프랑스 생쥐스트 르 마르텔 국제시사만화살롱

<World Editorial Cartoon Exhibition> will allow visitors to 
appreciate two original pieces of satirical cartoon, one 
of which is Honore Daumier’s satirical cartoon about the 
justice system. Honore Daumier was a pioneer in the sa-
tirical and modern editorial cartoon. The other example 
is an 1860’s satirical cartoon published in La Lune (La 
Lune, a French weekly magazine published in 1865, was 
banned in 1867 when it satirized Napoleon III and the 
Pope.) Artist Andre Gill (1840~1885) was a famous painter 
and cartoonist in modern France. Editorial Cartoonists 
from 20 countries will be exhibiting some 60 works on 
“Freedom of Expression” while 20 Korean cartoonists 
will present some 30 works on “Youth.” As a concurrent 
event, President Pat Bagley of the Association of Ameri-
can Editorial Cartoonists (Editorial cartoonist of The Salt 
Lake Tribune) will present some of his own work and join 
us for our Cartoonist Talk forum. 

• Title: <World Editorial Cartoon Exhibition> 
• Date: July 19 (Wed.) ~ 23 (Sun.) 2017 
• Venue: Market Exhibition Hall
•  Artists: Gros, Vomorin, Biz, Ysope, Coco, Pat Bagley, 
Plantu, Filmo and 50 artists from Korea and abroad 

• Concurrent Event: Cartoonist Talk 
• Sponsor:  International Editorial Cartoons Salon in Saint 

Just Le Martel, France 

풍자만화의 기원 
그리고 시사만화의 현재

Origins of Satirical Cartoons and 
Current Editorial Cartoon

기획전 PROJECT EXHIBITION

세계시사만화전 World�Editorial�Cartoon�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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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만화자료전>은 2016 글로벌 만화도시 네트워크 개최 결
과, 세계 각국 만화박물관에서 매년 올해의 만화 10선을 선정 후
자료를 교환하기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한 전시이다. 일
본 교토만화박물관, 기타큐슈만화박물관, 프랑스 국제만화이미
지시티(CIBDI), 벨기에 만화박물관, 이탈리아 루카만화축제, 한
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총 6개 기관에서 선정한 올해의 만화를 대
중에게 소개한다.

• 전시명: <세계만화자료전> 
• 기   간: 2017. 7. 19.(수) ~ 7. 23.(일)
• 장   소: 한국만화박물관 2층 꿈바라

<The World Comics Archive Exhibition> is a special ex-
hibition organized via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between BICOF and overseas comics museums as 
agreed during the 2016 Global Comics City Networking.
The most distinguished works of the year are to be se-
lected by six jury bodies including Kyoto International-
Manga Museum (Japan), Kitakyushu Manga Museum 
(Japan), CIBDI (France), Belgian Comic Strip Center (Bel-
gium), Lucca Comics & Games (Italy), and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Korea).

• Title: <The World Comics Archive Exhibition>
• Date: July 19 (Wed.) ~ 23 (Sun.) 2017 
• Venue: Kkumbara, 2F, Korea Manhwa Museum

기획전 PROJECT EXHIBITION

세계만화자료전 The�World�Comics�Archive�
Exhibition

올해의 만화를 만나다 Comics of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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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부천만화축제로 시작한 비코프(Bicof)는 2004년 7회 
대회부터 부천국제만화축제로 명칭을 바꾸는 등 지속적인 발전
을 거듭해 왔고 올해로 20주년 성년이 됐다. 지난 20년간의 비코
프를 되돌아보고 아울러 그간의 국내외 만화계 주요 이슈들을 정
리하여 간략한 21세기 한국만화약사를 꾸며봤다. 20년의 시간
이 흐르는 동안 상업출판만화의 퇴조와 학습만화의 부상, 웹툰 
등 온라인 만화로의 주류시장 재편성 등은 변화된 한국만화의 
지형을 보여준다. 
한편 <천국의 신화> 사태로 대변되던 한국만화탄압이 21세기에
도 웹툰 검열시비로 이어지는 모습에서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
라는 모토가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라는 씁쓸한 사실을 
확인케 해주기도 한다.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20년간 우리만화
계는 어떤 부침을 겪고 오늘에 이르렀는지, <비코프 20주년 발자
취>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전시명: <비코프 20주년 발자취>
• 기   간: 2017. 7. 19.(수) ~ 7. 23.(일)
• 장   소: 한국만화박물관 1층 로비

한국만화와 함께한 비코프(Bicof), 
격동의 20년을 돌아본다

기획전

비코프 20주년 발자취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BICOF), which 
began life as the Bucheon Comics Festival in 1998 be-
coming BICOF when it marked its seventh event in 2004, 
is 20 years old. <History of the 20thAnniversary of BICOF> 
encompasses all of Korean comics history, but especially 
that of the past two decades, and key issues facing the 
industry and artists will all be up for discussion. In brief, 
the Korean comics industry has undergone a dramatic 
change in its landscape – a fall in purely comic books and 
a rise in educational cartoons, while webtoons and on-
line-based comics have emerged into the main stream by 
taking over traditional publications. Once upon a time, 
Korean comics experienced political suppression, as ex-
emplified by <The Mythology of Heaven>. Unfortunately, 
a recent webtoon censorship dispute reminds us that we 
have not yet achieved full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There is a saying, ‘Ten years is an epoch’, and <History of 
the 20th Anniversary of BICOF> will show us the ups and 
downs of Korean comics through two.

• Title: History of the 20th Anniversary of BICOF
• Date : 2017. 7. 19.(WED.) ~ 7. 23.(SUN.) 
• Venue: 1ST floor lobby, Korea Manhwa Museum

How BICOF has shaped Korean comics 
for the past 20 years 

PROJECT EXHIBITION

History�of�
the�20thAnniversary�of�BIC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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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1일 다니구치 지로의 타계 소식은 국내의 많은 독
자들에게도 크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개를 기르다>, <아
버지>, <열네 살>, <신들의 봉우리>, <동토의 여행자>, <고독한 
미식가>, <도련님의 시대>, <사냥개 탐정> 등 인간과 자연에 대
한 깊은 애정과 사색에서 출발한 이야기를 치밀한 필치로 그려
낸 그의 작품은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수작이었고 국내외의 많
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향년 70세라는 적잖은 나이이긴 하
지만 아직도 보여줄 것이 많은 작가라 믿고 기대했기에 그의 갑
작스러운 별세는 더욱 안타깝다. 치열한 창작의 현장을 뒤로하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산책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내년으
로 계획된 정식 추모전에 앞서 조촐한 추모공간을 통해 그를 기
리고자 한다.  

• 전시명:  다니구치 지로 추모 공간 <다니구치 지로, 신들의 봉우
리로 영원한 산책을 떠나다>

• 기   간: 2017. 7. 19.(수) ~ 7. 23.(일)
• 장   소: 마켓전시관

Jiro Taniguchi passed away on February 11, 2017, and 
his death saddened legions of comic lovers. Jiro created 
many great works, such as <Inu wokau>, <My Father’s 
Journal>, <A Distant Neighborhood>, <The Summit of 
the Gods>, <The Ice Wanderer>, <Kodoku no Gourmet>, 
<Botchan no Jidai>, and <Hound dog Detective>. Each 
work depicts Jiro’s affection for people and mother-na-
ture, as well as his contemplation on all things. Truly, Jiro 
Taniguchi was a master comics artist, a fact reflected 
in his huge number of fans across the world. Passing at 
what some considered to be the relatively young age of 
70, he was an artist of supreme talent and passion who 
created a deep impression in his readers. Wishing him 
peace as he walks towards “The world of eternal peace”, 
this special exhibition is dedicated to his memory.

• Title:  <Remembrance Space for Jiro Taniguichi 
  -  Jiro Taniguchi’s Eternal Walk to the Summit of the 

Gods>
• Date: July 19 (Wed.) ~ 23 (Sun.) 2017 
• Venue: Market Exhibition Hall

기획전 PROJECT EXHIBITION

다니구치 지로 
추모 공간

Remembrance�Space
for�Jiro�Taniguichi

다니구치 지로, 
신들의 봉우리로 영원한 산책을 떠나다

Jiro Taniguchi’s 
Eternal Walk to the Summit of the G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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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웹툰은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
는 뛰어난 접근성으로 전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웹
툰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작품들은 연재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캐릭터 상품 제작 등으로 외연을 넓
히며 다양한 통로로 독자들과 만나기도 한다. <놓지마 정신줄>
과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이번 부천국제만화
축제 어린이관에서는 이처럼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웹툰을 선
정하여 집중분석, 소개하는 기획전을 마련했다. 작품에 대한 기
본적인 정보는 물론 재미난 에피소드, 캐릭터 등이 대결구도로 
소개 되어 보는 재미를 더할 것이며, 아울러 선정된 웹툰을 기반
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볼거리를 관
람객에게 제공한다. 

• 전시명: <어린이 웹툰 기획전> 
• 기   간: 2017. 7. 19.(수) ~ 7. 23.(일) 
• 장   소: 어린이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웹툰을 
집중분석, 소개! 

기획전

어린이 웹툰 기획전

Easily accessible via mobile devices or personal comput-
ers, the Webtoon is beloved regardless of generations. 
Many popular webtoons, especially those favored by 
children, are appearing in the real world in the form of 
animations or character goods. <Don’t Let go of the Men-
tal Rope> is one such story. This special exhibition is for 
children who have fallen in love with webtoon charac-
ters. At the Children’s Hall, visitors can get to know about 
each webtoon character’s birth and take a look at some 
unpublished episodes. There will even be a race between 
webtoon characters. Kids are sure to love meeting up 
with animations, figures and character goods based on 
their favorite webtoons. 

• Title: <Children’s Webtoon Project Exhibition>
• Date: July 19 (Wed.) ~ 23 (Sun.) 2017 
• Venue: Children’s Hall 

Children’s Favorite 
Webtoons

PROJECT EXHIBITION

Children’s�Webtoon
Project�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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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함께 한국만화산업의 발전을 꾀
하고 일반인들의 우리만화에 대한 관심과 소비를 확산시키고자 
200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4회째를 맞는 부천만화대상에 미
역의 효능 작가의<아 지갑놓고나왔다>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다
른 수상작들과 함께 전시된다.

• 기간: 2017. 7. 19.(수)~10. 9.(월)
•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1층 로비
•  선정작: 

- 대상 | 미역의 효능 <아 지갑놓고나왔다>
- 어린이만화상 | 소복이 <소년의 마음>
- 해외작품상 | 쥘리 비르망, 클레망 우브르리 <피카소>
- 부천시민만화상 | 순끼 <치즈인더트랩> 

Bucheon Comics Awards mark the 14th anniversary this 
year, starting 2004 to promote creative passion of comics 
artists and facilitate development of the comics industry 
in Korea, as well as expanding interest and consumption 
of comics among general citizens in Korea. This year’s 
best award winner, Benefits of Seaweed <Oh, I forgot my 
wallet> will be displayed together with other comics win-
ning the awards. 

• Period: July 19 (Wed.) ~ October 9 (Mon.), 2017
• Venue: 1st floor lobby, Korea Comics Museum 
• Award winners: 

-  Grand Award | Benefits of Seaweed <Oh I Forgot My 
Wallet.>

- Children’s Comics Award | Sobok-e <Heard of a Boy>
-  Overseas Comics Award| Julie Birmant and Clement 
Oubrerie <Picasso>

-  Bucheon Citizens Comics Award | Soonkki <Cheese in 
the Trap> 

수상작전 WINNER’S EXHIBITION

부천만화대상 수상작展 Bucheon�Comics�Awards�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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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선정작展

공모전을 통해 만화 콘텐츠 창작을 지원하며 잠재적 만화 창작 
인력과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단편만화 및 카툰을 발굴하여 
만화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제15회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
전에 김태훈 작가의 <치타, 달리다>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다른
수상작들과 함께 전시된다.

• 기간: 2017. 7. 19.(수)~10. 9.(월)
• 장 소: 한국만화박물관 1층 로비
• 선정작: 

- 대상｜김태훈<치타, 달리다>
- 최우수상｜정용연<용서인>
- 우수상｜최유나<운수좋은날>, 이한솔<포켓>
- 장려상｜ 이동열<rotten>, 박소연<여름에게>, 이철민<브레

멘>, 최양석<푸른소년>

수상작전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수상작展

The contest is to encourage creation of comics contents 
and explore new comics artists with great potentials and 
short comics & cartoons with commercial and artistic 
values, with an aim to promote the comics industry. At 
the 15th Korea Creative Comics Contest, Kim Taehoon’s 
<Cheetah, Run> won the award and the work will be dis-
played together with other comics winning the awards.

• Period: July 19 (Wed.)~October 9 (Mon.), 2017
• Venue: 1st floor lobby, Korea Manwha Museum
• Award winners: 

- Grand Award｜Kim Tae-hoon <Cheetah, Run>
- Excellence Award｜Jeong Yong-yeon <Youngseoin>
-  Best Award｜Choi You-na <Lucky Day>, Lee Han-sol 
<Pocket>

-  Award of Participation｜Lee Dong-yeol <rotten>, Park 
So-yeon <To the Summer>, Lee Chul-min <Bramen>, 
Choi Yang-seok <Blue Boy>

PRIZE WINNER’S EXHIBITION

Korea�Creative�Comics�Contest�
Winners�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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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예선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작품들 가운데 본선(만화캠프)에 선발된 어린이 만
화가들의 작품은 축제 기간 동안 어린이관에 별도 전시될 예
정이다.
  

• 전시명: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선정작전>
• 기   간: 2017. 7. 19.(수) ~ 7. 23.(일)
• 장   소: 어린이관

 Among the comics works submitted online and offline to the 
preliminary round contest for International Children Comics 
Artist Awards, those making it to the final round (Comics 
Camp) will be displayed separately at the Children’s Hall 
during the festival period.  
  
• Exhibition Title:  <International Children Artist Awards Win-

ners Exhibition>
• Period: July 19 (Wed.) ~ 23 (Sun.), 2017
• Venue: Kid Zone

선정작전 WINNER’S EXHIBITION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선정작展

International�Children�Comics�
Artist�Awards�Winners�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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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선정작展

<시민만화특별전>은 2017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원도심 
문화거점공간을 이용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한 만화교육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어울림 만화교실’의 결과물을 보고하는 
전시다. 
전시는 크게 원도심 마을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들이 
함께 사는 동네를 하나의 만화 작품으로 완성한 ‘우리 마을 만화
지도 그리기’와 개인의 이야기를 일상툰으로 풀어낸 ‘테마 일상
툰 그리기’로 구성되어 있다.

• 전시명: <시민만화특별전 - 찾아가는 어울림 만화교실 
              결과보고전> 
• 기   간: 2017. 7. 13.(목) ~ 7. 23.(일)
• 장   소: 부천시청 1층 로비

특별전

시민만화특별展

This year,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KOMACON) 
implemented a special public education program called 
the Outreach Comics Class Eoulim for people living in 
certain old downtown areas. This < Beginner’s Special 
Exhibition > is dedicated to works made by the comics 
amateur artists of Bucheon. The exhibition consists of 
two themes, “My Community Pictorial Map” and “Daily 
Life Cartoons.” The former is designed to strengthen 
community solidarity while the latter tells people’s very 
personal stories. 

• Title:  < Beginner’s Special Exhibition - Selected Works 
from the Outreach Comics Class, Eoulim> 

• Date: July 13 (Thur.) ~ 23 (Sun.), 2017
• Venue: Lobby, 1F, Bucheon City Hall 

SPECIAL EXHIBITION

Beginner’s�Special�Exhibition

찾아가는 어울림 만화교실 
결과보고전 

Selected Works from the Outreach Comic Class, 
Eou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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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마켓

만화마켓은 우수 만화 콘텐츠의 프로모션 장려 및 만화 산업 활
성화를 위한 만화 · 영상 · 디지털 콘텐츠의 융복합 페어 행사다.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게임 등 콘텐츠 관련 기업 및 기관, 
만화가, 대학교(관련 학과)가 직접 자신의 만화 콘텐츠를 홍보하
는 프로모션 부스를 운영한다. 만화 콘텐츠 상품 판매, 체험형 프
로그램(만화 원작 게임 시연회, 스케치업 시연회 등) 운영, 마니아 
이벤트(만화가 사인회, 만화가 토크쇼) 등이 열린다. 만화 콘텐츠 
셀러에게는 상품 홍보 기회와 수익을, 축제를 찾은 관람객에게는 
다양한 만화 상품과 좋아하는 만화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 기   간: 2017. 7. 19.(수) ~ 7. 23.(일)  
              ※ 7. 22.(토)는 19:00까지 운영
• 장   소: 마켓전시관
• 참가대상: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기관), 만화가, 

대학교 등  
• 규   모: 1개동 총 74동 내외 부스

만화마켓

부천국제만화페어

Comics market is a complication of comics, videos and 
digital contents to promote well-known comic contents 
and to activate comic industry. A company, or university 
or organization which has related contents such as com-
ics, characters, animation and games will be managing 
a promotion booth for themselves. There will be many 
programs such as promoting their animation contents, 
running an interactive programs and maniac events 
such as autograph session and talk shows. The fair will 
provide a opportunity to both the seller and the visitor 
because one can promote its content while the other can 
get a chance to see their favorite authors. 

• Date: 2017. 7. 19.(Wed) ~ 7. 23.(Sun)  
     ※ 7. 22.(Sat) the show will finish at 19:00  
• Venue: Market Exhibition Hall
• Exhibitor: A comics author, universities and organiza-
tions with comics, animation related contents  
• Size: 40 booths

COMICS FAIR

Bucheon�International�Comics�
Fair

우수 만화 콘텐츠 여기 다 있다! 
국내 최대 만화마켓

All well-known comics contents are here altogether! 
Korea’s largest comics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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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한 사람의 청교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을 체험한 뒤 모
든 고난을 이기고 하늘로 들어갈 때까지의 기독교 고전인 성인 
만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1 만화비즈니스센터 306호
#306, Manhwa Business Center, 1, Gilju-ro, Bu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이해경  Lee Haegyeong

+82-10-2383-2503

m3zone@hanmail.net

제품/콘텐츠 소개

작가부스A01
이해경 작가 Lee Haegyeong

(주)히스토그램
HISTOGRAM

1

Pilgrim's 
  Progress

천로역정 1권_001_116(영).indd   1 2017. 4. 20.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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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마켓

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살림과 육아 그리고 부부간의 얽힌 관계에 대해 풀어놓는 작
가의 자전적 스토리, 오늘의 우리 만화상에 빛나는 홍연식의 
마당씨 시리즈 제 2부.

Manwha Today award wining artist Yeon-sik Hong’s second 
volume of “Mr. Madang’s story”. in this autobiographical story, 
the main character, Mr. Madang tells us complicated relations 
between a couple.

1971년 출생하였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을 졸업했다. 
1992년 소년챔프 신인공모로 만화계에 데뷔하였고 2001년 <
키요라>로 대한민국 출판만화대상 신인상, 2012년 <불편하고 
행복하게> 2015년 <마당씨의 식탁>으로 문화체육부장관상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최근 작품들은 중국
을 비롯하여 유럽 및 북미에 수추, 출간되었다. 현재 3부작으
로 기획된 “마당 씨” 시리즈 차기작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후 
<불편하고 행복하게>의 노부부 버전인 <이랑고랑 너구리 부
부>를 펴낼 계획이다. 

Yeon-sik Hong was born in 1971. He began apprenticing in a 
comics studio in 1990, and wrote his first short comics stories 
in 1992, but commercial projects kept him from his personal 
work for another decade. He is the cartoonist of Uncomfort-
ably, Happily, Mr. Madang’s Table and Mr. Madang’s Good days 
published by Woorinabi Publishing. Yeon-sik Hong and his 
partner live on the outskirts of Seoul.

www.facebook.com/yeonsik.hong.5?fref=ts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566 효자그린빌 109-209
109-209, Hyoja Greenvill 1566, Bubheung-ri, Tanhyun-
Myun, Paju-si, Gyeonggi-do, Korea

한소원  Rosa Han

+82-10-9094-0382

joerosa@naver.com

제품/콘텐츠 소개 PRODUCT/CONTENTS 

작가(팀) 소개 ABOUT THE ARTIST (TEAM)

작가부스A02
홍연식 작가 Hong Yeonsik 

마당 씨의 좋은 시절
Mr. Madang’s Happy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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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어린이 창작만화 시리즈 ‘달고나 만화
방’은 어른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어린이에게는 
달콤한 행복을 줍니다. SF부터 생활만화, 판타지, 옛이야기 등 
주제와 장르가 다양하므로 원하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고, 어
린이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만화들로 꾸려져 있어 부모님도 안
심하고 선물할 수 있습니다.

Yeon-sik Hong was born in 1971. He began apprenticing in a 
comics studio in 1990, and wrote his first short comics stories 
in 1992, but commercial projects kept him from his personal 
work for another decade. He is the cartoonist of Uncomfort-
ably, Happily, Mr. Madang’s Table and Mr. Madang’s Good days 
published by Woorinabi Publishing. Yeon-sik Hong and his 
partner live on the outskirts of Seoul.

www.sakyejul.net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52
252,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Korea

남동윤  Nam Dongyoon

+82-10-7748-0096

backgama1@naver.com

제품/콘텐츠 소개 PRODUCT/CONTENTS 

작가부스A03
남동윤 작가 Nam Dongyoon

달고나 만화방
Dalgona 
Manwha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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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드메이드 제작 포켓볼안의 상상도를 작가의 상상력으로 구
성한 전시용 제품

헨드메이드 포켓볼 테라리움 제작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로39번길 4 (포곡읍)
4, Dunjeon-ro 39beon-gil, Pogok-eup, Cheoin-gu, Yongin-
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김억주  Kim Eokju

+82-10-3715-8083

shadow108@naver.com

제품/콘텐츠 소개

작가(팀) 소개

작가부스A04
김억주 작가 Kim Eokju 

뷰티 인형가게
Beauty doll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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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placebopaper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 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 225-2호
#225-2, Manhwa Business Center, 1, Gilju-ro, Bu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김진  Kim Jin 외 3명 

+82-10-5670-1179

afnastica@korea.com , komi1014@naver.com

작가부스A05
플라시보페이퍼 Placebo Paper

카툰, 일러스트 전시, 만화 캐릭터엽서, 인형 , 만화 각종 팬시 
소품, 캐리커처

플라시보페이퍼(Placebo Paper): 플라시보의 어원은 ‘만족시
키는‘’즐겁게한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사람들이 만화로부터 
얻은 심리적 위안을 생각하며 팀원의 의견을 모아 만든 플라시
보와 페이퍼의 결합어입니다.

팀원구성 :김진(만화가) / 심승희(만화교육강사, 만화가) / 
김현주(만화교육강사, 만화가) / 권영(캐리커처 작가, 만화가, 
만화교육강사) / 박성환(편집인,만화가)

제품/콘텐츠 소개

작가(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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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웹툰 캐릭터 페이퍼토이, 자체 브랜드 캐릭터 제품, 일러스트
레이션 작품 등 

Webtoon characters Paper Toys, own-brand character prod-
ucts , illustrations, etc. Works

포비디 (4BD)는 캐릭터 디자인 및 페이퍼토이 컨텐츠 전문 작
가팀 입니다. 모두와 함께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웹툰 캐릭
터와 페이퍼토이 제품 및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전시회와 교육, 세미나를 통하여 쉽고 재밌게 전달될 
수 있는 문화 예술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 브랜드와 협업(collaboration), 여러 아티스
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SNS, Facebook, Behance, Blog 
등 새로운 형식의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BD is dreaming of both fun and creative works for better 
future and art activities for having fun in everyday life.  4BD is 
a creative contents professional studios. It is engaged in char-
acters design, illustration, and paper toy and communicates 
with people by exhibition and works.
It is also conducting a seminar and a collaborations with a 
name brand, and participating in various activities through 
the communication with national and global artists.

www.the4bd.com

경기 부천시 부천로136번길 30 만화스튜디오 311호
311(F3), 30,Bucheon-ro 136beon-gil,Bucheon-
si,Gyeonggi-do,Republic of Korea

장석우  Jang Suk woo 외 2명 

+82-10-9311-4122

4BD@the4BD.com

제품/콘텐츠 소개 PRODUCT/CONTENTS 

작가(팀) 소개 ABOUT THE ARTIST (TEAM)

작가부스A06
장석우 작가 Jang Suk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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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Yaongi and White dog, White dog animation.

BEARDOG creates comic contents that start the animation 
and creates animation contents based on comic contents. 
BEARDOG provides animation content.

경기도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30, 308호
#308, 30, Bucheon-ro 136beon-gil, Bu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PRODUCT/CONTENTS 

ABOUT THE ARTIST (TEAM)

작가부스A07
박병규 작가  Park Byeonggyu

야옹이와 흰둥이, 흰둥이 애니메이션

베어독은 영상의 시작이 되는 만화콘텐츠를 만들고, 만화콘텐
츠를 바탕으로 영상콘텐츠를 만듭니다. 베어독은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제품/콘텐츠 소개

작가(팀) 소개

박병규  Park Byeonggyu

+82-10-3017-6823

kitebros@naver.com



DIRECTORY

055

만화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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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문워킹: 문재인과 함께 걷는 미래, 함께 걷는 대한민국
본 작품집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후보의 공약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라는 만화가 20명의 염원
을 담은 작품집이다. 

Moon-Walking: The future of South Korea, 
walking together with Moon Jae-in
This collection is made by 20 cartoonists who supported 
Moon Jae-in during South Korea's 19th presidential election 
wishing Moon's commitment at the time of presidential race 
to be faithfully fulfilled.

만화, 웹툰, 시화집, 기획 출판을 위해 설립된 출판사. 만화가 
20인 작품집 <문워킹> 2017년 7월 17일 출간
문워킹 (문재인과 함께 걷는 미래, 함께 걷는 대한민국)

A publisher established for cartoons, webtoons, poetry books, 
and planning publishing.20 cartoonist works <Moon Walking> 
Published July 17, 2017Moon Walking (Future Walking with 
Moon Jae In, South Korea Walking)

www.facebook.com/moonwalking88

경기 부천시 원미동 87-2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214호 
Bucheon City Wonmidong 87-2 Bucheon Cartoon Art 
Studio 214

제품/콘텐츠 소개 PRODUCT/CONTENTS 

작가(팀) 소개 ABOUT THE ARTIST (TEAM)

작가부스A06
은하등대 galaxy Lighthouse

은하등대
galaxy Lighthouse

조혜정  Cho Hyejeong

+82-10-6367-6985

stella_0223@naver.com



BICOF 2017

056

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Dream like comics, Imagine like cartoon!"
C&C Revolution Inc. is defined by our imaginative powers -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creativities and experiments 
in term of comics. Our work covers from contents planning to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nection to OSMU system (One 
Source Multiple Use). We focus on the development of new 
cultural contents which leads to digitalization of the contents 
and to international publishing. One of our earlier project, 
'Mini Comic Bang,' is the first online comic rental service ever 
to be on mobile webpage (http://m.comicbang.com). We 
wish to generate such imaginative power to drive our vehicle 
through the world of business and to international platform. 

www.comicbang.com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길주로1 만화비즈니스센터 403호
403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Giljuro 1, Wonmi-
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01
씨앤씨레볼루션  Park Byeonggyu

- [계간 만화] 발행
-  만화사이트 코믹뱅 자체 제작 및 운영(모바일웹사이트 ‘코믹

뱅 미니’는 2009년부터 서비스)
-  출판: 2002년부터 <커플> <청년 데트의 모험> <가면소년> 

<TLT> <조선을 그린 이두호> 등 100여 권 출판
-  만화 디지털북 <청년데트의모험> <고우영의 대야망> <고우

영의 수레바퀴> <김정기 스케치북> <뚱땅별행 모험>등 50
여 종 자체 제작 및 등록(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유통

- 영어만화신문 <Homglish> 편집, 제작 + 유통(중앙일보)
-  2014 비활성 장르 만화 연재지원 (순정만화작가 9명 코믹뱅, 

미니코믹뱅 및 카카오페이지 웹툰 연재지원)
-  2015 연재만화 제작지원 사업(모래의 뼈, 고스트 보드킹, 미

래를 기억하는 소년)
-  2016 대한민국콘텐츠대상 만화대상 장관상 <허니블러드>
- 2016 연재만화 제작 지원 사업(수명사, 최종격투기)

만화와 꿈꾸고, 만화처럼 상상하는 상상공간
씨엔씨 레볼루션은 만화의 가능성과 힘을 믿고, 만화세상을 
실험하는 ‘상상공간’입니다. 만화 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 유
통, OSMU 확장 등에 직접 참여합니다. 창작만화의 기획에 제
일 큰 무게를 두고 있고, 디지털과의 결합을 실험하고, 해외진
출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회사가 모바일웹(모바일 인터넷)
으로 개발한 ‘미니 코믹뱅’ (http://m.ComicBang.com)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첫 실험이었습니다. 만화의 상상력
을 비즈니스로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제품/콘텐츠 소개

회사 소개

이재식 Lee Jaesik 외 9명 

+82-10-2657-1412

Lee@qc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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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어디 가요? 앵두 따러 간다!

Grandma,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Pick Cherries!
This is a summer story of Ogi, her grandmother, their family 
and villagers. Ogi and her grandma gather sourish cherry and 
sweet mulberry to eat them and to brew alcoholic drink with 
sweet flavor and to pick amaranth growing in the bean field 
and sea-bites on tidal flat to make side dishes with them. The 
villagers go to beaches to swim on motorized farm cultivators.

보리출판사는 교육을 살리는 좋은 책을 정성껏 만듭니다. 아기
들을 위한 그림책부터 어린이, 청소년,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책을 펴냅니다. 이제까지 지켜 온 출판 철학을 앞으로도 이어 
가며, 나무 한 그루를 베어 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책들만
을 만들어 내려 합니다.

The Bori Publishing Co. publishes books for children, youths, 
teachers and parents. It began in 1988 as the Bori Project 
Group and has planned and edited Gaeddong-i Picture Book 
series and The Snail Science Picture Book series. In 1991 the 
Bori Project Group grew into the Bori Publishing Co. and ever 
since has continuously put out books reflecting sound educa-
tional philosophy and showing prospect of Korean education.
To help transmit to Korean children the beautiful and the good 
of Korea, the Bori Publishing Co. publishes pictorial story 
books and illustrated handbooks of flora, fauna of Korea and 
living culture of the traditional Korean people. Its publications 
serve stories and songs of the Korean people to the readers. 
It also puts out books edited from children’s own writing and 
drawings, thus providing them with good reading materials 
and opening a new way of education for better self-expres-
sion. Publishing good books that will contribute to develop-
ment of children and education and books that may serve as 
guide to those endeavoring to build a healthy community, the 
Bori Publishing Co. will continue to abide by its publishing phi-
losophy.

www.boribook.com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 492
492, Jikji-gil, Paju-si, Gyeonggi-do

제품/콘텐츠 소개

PRODUCT/CONTENTS 

회사 소개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02
보리출판사 Bori Publishing Company

최민용 Choi Minyong

+82-10-5034-8187

yongs@bori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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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ren’s Educational Comic Books: Tales Runner Se-
ries(English 1-30/ Math 1-30/ Science 1-10/ History 1-10) 
 ̇Gobooky Children’s Stories: The Tantrum Room(So Jung-
ae), The Flower Cushion(kim byeongkyu), Lying Contest(Lee 
Jihoon)
 ̇Comic Books: Ho! 1-3(Uksoo), Seoul, the Old Days(Kim 
Kwangsung), To My Dear Mom(Anna Bonita), Miracle! War-
rior(Jungha)

Gobooky Books, established in 2005, is publishing company 
specializing in comics. The Goobooky Books publishing busi-
ness is based on comics artist and cartoonists centered artis-
tic comics that have an aesthetic quality and a literary flavor, 
and children’s comics that raise imagination and creativity.  
Gobooky Books aims to release high quality comics that bring 
to life cultural values and artistic strength, and continues to 
develop comics that teach knowledge of culture as well as in-
formative comics and others.

www.gobook2.com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412호
#412 Manhwa Business Center, 1, Gilju-ro, Bu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PRODUCT/CONTENTS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03
(주)거북이북스 GOBOOKY BOOKS Co.,Ltd.

어̇린이 학습 만화:  테일즈런너 킹왕짱 시리즈(영어/수학/과
학/ 역사) 

창̇작동화:  짜증방(소중애), 꽃방석(김병규), 거짓말 경연대회
(이지훈) 

일̇반만화:  Ho! 1-3(억수씨), 오래전 서울(김광성), 사랑하는 
엄마에게(안나보니따), 미라클! 용사님(정하)

거북이북스는 2005년 창립한 만화전문 출판사입니다.거북이
북스 출판 사업의 근간은 미적 완성도와 문학적 향취를 지닌 
작가주의 예술만화와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 주는 어린이 만
화입니다. 만화가 지닌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힘을 실현하는 
고품격 만화를 지향하면서 교양지식 만화, 정보 만화 등도 지
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품/콘텐츠 소개

회사 소개

심상진 Shim Sangjin

+82-10-5205-9095

ssjin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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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세상의 모든 재미를 담아냅니다’란 모토로 설립된 만화콘텐츠 
전문기업으로 소속 및 매니지먼트 작가 30여 명, 협업 연재 작
가 200여 명에 이릅니다. 각종 연재플랫폼에 현재 70여 작품 
연재 중이며 ㈜엔씨소프트 투자유치, 정부선정기업 문화창조
벤처단지 CEL 입주하였습니다.

'Jaedam Media corp.' is a professional comic contents produc-
tion and management company based in Seoul’s CEL Venture 
complex, officially supported by the South Korea government. 
We currently have 30 comic artists under exclusive manage-
ment contract and possess the rights of 221 webtoon titles. 
We received investment from NCSoft, the global videogame 
company.

www.jaedam.com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40 문화창조벤처단지 1207호
1207 CKL. 40,Cheonggyecheon-st, Jung-gu, Seoul, Korea

회사 소개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04
 재담미디어 JAEDAM MEDIA

국경님  Kook Kyungnim 

+82-10-9495-3473

ocero17@jaed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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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Secretly Greatly, Sonagiya, Smile Brush, The banquet box, My 
friend Yongi

Contents, Management, Publication, Character, E-book, Exhi-
bition, Movie, Ad

www.dreamcomeus.com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1(상동) 한국만화영상진흥원 401호
401, Korea Manhwa Contents Agency1, Gilju-ro, Wonmi-
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PRODUCT/CONTENTS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05
드림컴어스 DREAMCOMEUS

은밀하게 위대하게, 소나기야, 스마일브러시, 향연상자, 모든걸 
걸었어, 내친구용기

웹툰 및 만화 기획, 원소스 개발, 출판, 작가 매니지먼트, 캐릭
터, 팬시, 영화, 영상

제품/콘텐츠 소개

회사 소개

황재오 Hwang Jaeoh 

+82-10-7501-7576

sas72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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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Dr.Choi-Taesu, Sunny, Lion Queen, Marriage in 18th, Byrd and 
the Beast, Howling, A War under the Oracles, Steel Rain, Tribe 
X, Action Idol, Hwarang, The Red Secret Box

㈜헤드플레이는 국내 콘텐츠 업계를 대표하는 프로듀서-창작
자 그룹이자 대한민국 콘텐츠 전문기업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으로 웹툰, 영화, 드라마, 게임의 기획 및 제작, 투
자 등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체계화 된 사
업 관리 역량, 강력한 실행력이 담보된 사업 전략으로 콘텐츠 
산업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사는 온-
오프라인 융합으로 나아가는 세상에서 아날로그 기반의 감성
을 통해 더 큰 즐거움과 감동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Headplay, Inc. is a content company leading cultural trends in 
Korea by offering various Web content. We provide the great-
est enjoyment and impression to our customers based on the 
outstanding quality and reliability. We carry out various proj-
ects through cultural contents. In addition, we engaged in all 
aspects of the Web contents industry including Webtoon(com-
ic for online), Web drama(TV series for online), movie, game 
etc.

headplays.com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6길 26, 지하1층(신당동, 약수타임타워)
26, Dasan-ro 6-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PRODUCT/CONTENTS 

회사 소개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06
㈜헤드플레이 Headplay Inc.

웹툰) 닥터 최태수, 써니, 라이온 퀸, 뭐?! 18살에 결혼하라고?, 
신림과 봉천 사이, 하울링: 악몽의 도시, 신탁의 사투, 스틸레
인, Tribe X, 액션 아이돌, 화랑, 프로의 탄생 등

제품/콘텐츠 소개

정다영 Jung Dayong

+82-10-7236-1053

darama@headpla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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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The WisdomHouse MediaGroup Inc is a professional content 
media group dedicated to delivering more value to a modern, 
collaborative collection of copyrighted content, such as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culture that is required for 
modern people, as well as sophisticated knowledge and infor-
mation and culture, and to create a higher value in relation to 
movies, broadcasting, animation, online and mobile media. 
The WisdomHouse MediaGroup Inc will expand the bound-
aries of existing books and become a company that creates 
beneficial source content by communicating with readers in 
various ways.

www.justoon.co.kr

서울 마포구 동교로 199, 4층
4F Woosung bldg. 199, Donggyo-ro, Mapo-gu, Seoul, 
Korea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07
㈜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저스툰 Wisdomhouse Mediagroup Justoon Inc.

윤태호 <오리진>
‘오리진’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대가 볼 수 있는 도서 
분량 100권짜리 교양만화 시리즈이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
디로 가는가?’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상 모든 것의 기원’
을 다룬다. 3인 가족과 함께 사는 로봇 주인공 ‘봉투’가 등장해 
질문을 던지고, 이를 증폭시키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임한결 <고딸 잉글리시톡>
고등어집 딸내미 ‘고딸’과 뉴질랜드 남편 ‘꿀먹보’가 매일매일 
주고받는 잉글리시톡. 매일 가볍게 웹툰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
어 실력이 쑥쑥! 웹툰 말미에 수록된 원어민이 읽어주는 영어 
문장으로 히어링까지 잡는다!

저스툰은 100년 이상 독자와 함께 할 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
룹이 만든 웹툰/웹소설 전문 플랫폼이다. 저스툰은 인생을 뒤
흔들 감동 가득 웹툰부터, 밤새도록 놓지못할 중독성 가득한 
웹소설까지 정통 서사 중심의 깊은 재미에 장르의 다양성까지 
더한 콘텐츠를 서비스한다. 

제품/콘텐츠 소개

Yoon Taeho <Origin>
Im Hangyeol <Goddal English Talk>
Chuze <CAFE OK>

PRODUCT/CONTENTS 

회사 소개

허형식 Heo Hyungsig

+82-10-7377-6018

edharris@wisdomhouse.co.kr

즈세 <CAFE OK>
고양이 비비 씨의 힐링 카페에 어서오세요! 
“누구에게나 말 못한 사연은 있다.” 제각기 다른 고민을 안고 
숲속 깊은 곳, ‘카페 OK'를 찾는 동물 친구들을 맞이하는 주인
장 비비씨. 고양이인 비비 씨는 가만히 손님들의 말을 듣고, 용
기를 북돋아주며, 따스한 차와 갓 구운 빵 과자를 대접한다. 
올해 가장 사랑스러운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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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출판과 영상ㆍ제조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증대시키
는 선두 기업

BALHAE is leading companies to increase the value of cultural 
contents and based on Publishing, Video, Production

balhaecommu.blog.me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304호
304 KOCACON, Giljulo1,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회사 소개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08
(주)발해커뮤니케이션 BALHAE COMMUNICATION

<Twelfth Night>
We all loved? A fantasy romance unfolding in the Fictional 
country.

<A man story>
A barbarous fight. Men who kill their enemies frantically in a 
bloody battle with knives and spears. In the midst of a huge 
struggle, you feel more valuable than your life without losing 
your heart.

PRODUCT/CONTENTS 
<십이야>
우리는 누구를 사랑했을까? 가국에서 펼쳐지는 판타지 로맨
스..

<남자이야기>
야만적인 싸움. 피비린내 나는 전투 속에서 칼과 창을 들고 미
친 듯이 적을 죽이는 사나이들. 거대한 싸움 한복판에서 중심
을 잃지 않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된다.

제품/콘텐츠 소개

오영철 Oh Youngcheol

+82-10-7722-3279

oyc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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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Since 1999, Bookstory has been publishing books which 
'capture the contemporary sensitivity'. Korean edition of Jap-
anese novels such as NㆍP by Yoshimoto Banana, TV People 
by Murakami Haruki, and The Girl Who Leapt Through Time 
by Yasutaka Tsutsui became our touchstone as the literature 
publisher.
The Humanities for Beginners, title from our humanities and 
culture brand BetterBook was huge bestseller of 2013, and 
thanks for the enthusiastic response from readers the sequel 
also has been made. BookstoryI, our children's books brand, 
has published titles like Black Dog by Levi Pinfold, Wiggly Cat-
erpillar Train by Nishihara Minori. And 'Bookstory Art Comics' 
is our ongoing series for Korean & international art comics, 
including The Complete Peanuts by Charles M. Schulz, Pinoc-
chio by Winshuluss, Patience by Daniel Clowes and Beautiful 
darkness by Fabien Vehlman and Kerascoët. We has also pub-
lished adaptations of Korean literature, and now some Korean 
webcomics are on the way.

www.ebookstory.co.kr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상3동 529-2) 311호
311 Ho, (529-2 sang3-dong) Giljuro 1,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09
북스토리(주) Bookstory inc.

찰스 M. 슐츠 <피너츠 완전판>, 변기현 작가 <만화 원미동 사
람들>, 빈슐뤼스 <피노키오>, 파비앵 벨만/케라스코에트 <아
름다운 어둠>, 대니얼 클로즈 <페이션스>

1999년 ‘동시대의 감성을 담아내는 책’을 만들고자 시작한 ‘북
스토리’는 요시모토 바나나의 <N·P>를 시작으로 <TV 피플> 
<시간을 달리는 소녀> 등을 선보이며 문학 출판사로 자리 잡
았습니다. 아동서 브랜드 ‘북스토리아이’를 통해 <블랙독> <꿈
틀꿈틀 애벌레 기차>를, 인문·교양 브랜드인 ‘더좋은책’을 통해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을 출간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
았다. 만화 분야에선 <피너츠 완전판>, <아름다운 어둠>, <피
노키오>, <페이션스> 등 국내외 예술 만화를 소개하는 ‘북스
토리 아트 코믹스’를 비롯해 한국문학의 만화화나 웹툰 출간에
도 힘을 쏟고 있다.

제품/콘텐츠 소개
Charles M. Schulz's <The Complete Peanuts>, Byun Ki-hyun 
<Neighbors in Wonmi-dong: The Comics>, Winshluss <Pinoc-
chio>, Fabien Vehlman and Kerascoët <Beautiful darkness(Jo-
lies Ténèbres)>

PRODUCT/CONTENTS 

회사 소개

백지인 Baek Jiin

+82-10-5551-5208

bookstory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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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주식회사 피오니는 <그래픽노블 매거진>, <그래픽노블 스튜
디오>, <그래픽노블 라이브러리>로 이루어진 그래픽노블 전
문회사입니다. 

Peony is specialized in graphic novel. We publish Magazine 
<Graphic Novel>, produce graphic novel projects and Graphic 
Novel Library is on the way.

www.peonybooks.com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6길 57-14
57-14, Yanghwa-ro 6-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회사 소개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10
(주)피오니 Peony books

Magazine Graphic Novel choose one graphic novel at a month 
in aspects of story, characters, and style. Also we focus on cre-
ator’s life which is essential to our magazine, understanding 
human.

PRODUCT/CONTENTS 
스무살이 된 부천 만화 축제에 참가하는 피오니의 <월간 그래
픽노블>은 한 달에 그래픽노블 한 작품을 선정하여 스토리, 캐
릭터, 스타일면에서 다각도로 조명하며 또한 크리에이터, 작가
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제품/콘텐츠 소개

박소연  Park Soyeon

+82-10-8707-1471

w2r2@graphicnov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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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Changbi Publishers, Inc., which represents critical writers 
and intellectuals in South Korea, began operations in 1966 
with the founding of The Quarterly Changbi (Creation and 
Criticism). The company has published more than 1,500 titles, 
including works of poetry, fiction, history,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children's books, both by Korean authors 
and foreign writers in translation.

www.changbi.com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84 ㈜창비
184,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Korea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11
㈜창비 Changbi Publishers, Inc.

창비는 1974년 단행본 출판을 시작한 이래 문학, 인문, 사회, 
교양, 어린이·청소년, 교과서 등 각 분야의 양서들을 꾸준히 펴
내왔습니다. 현재 3000여 종에 달하는 책을 간행하였고, 매년 
140여종 내외의 신간을 내고 있는 창비는 독자들에게서 가장 
신뢰받는 출판사로 꼽히며, 양서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강이구 Kang lygoo

+82-10-5309-0014

kang2929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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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와콤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150여 개 나라에 판매와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와콤은 '자연적인 인터페이스 기술
을 통해 사람과 기술을 더 가깝게 한다'는 비전으로 세계적인 
펜 태블릿, 인터렉티브 펜 디스플레이, 디지털 인터페이스 솔
루션 제조기업이다. 와콤의 직관적인 입력 장치의 뛰어난 기
술은 가장 흥미로운 디지털 예술, 영화, 특수 효과, 패션 그리
고 전세계 디자인을 창조하는데 사용되며, 비즈니스 혹은 일
반 사용자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
를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늘날 수백만의 고객들이 무
선, 무건전지, 압력감지 기능을 가진 와콤 펜 입력 기술을 사용
하고 있다.

Wacom is a subsidiary of Wacom Company, Ltd. (Tokyo Stock 
Exchange 6727). Founded in 1983, Wacom is a global company 
based in Japan with subsidiaries and affiliate offices around 
the world to support marketing and distribution in over 150 
countries. Wacom’s vision to bring people and technology 
closer together through natural interface technologies has 
made it the world’s leading manufacturer of pen tablets, 
interactive pen displays, and digital interface solutions. The 
advanced technology of Wacom’s intuitive input devices has 
been used to create some of the most exciting digital art, 
films, special effects, fashion and designs around the world 
and provides business and home users with their leading 
interface technology to express their personality. Millions of 
customers are using its cordless, battery-free, pressure-sensi-
tive pen technology.

www.wacom.com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1211호 
KGIT, Worldcupbukro 402, Mapa-gu, Seoul

회사 소개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12
㈜한국와콤 Wacom Korea

Pen Tabet Intuos
Professional pen tablet Intuos Pro
Pen display Cintiq
Pen computer Wacom MobileStduio Pro

PRODUCT/CONTENTS 
초급자용 펜 태블릿 Intuos
프로페셔널 펜 태블릿 Intuos Pro
펜 디스플레이 Cintiq
펜 컴퓨터 Wacom MobileStduio Pro

제품/콘텐츠 소개

장인혜 Chang In Hye

+82-10-9913-0087

Inhye.chang@wa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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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The Grow toon Academy is an online e-learning website that 
provides online lectures on comics and webtoons for the first 
time online. It is based on the idea that anyone should listen 
to quality lectures anytime, anywhere and by anyone.
All the basic elements needed to draw the webtoon and the 
painting, and the professional program education used for the 
webtoon work such as clip studio, sketchup, etc., are going on 
the internet, so even those who live in the province where the 
professional education is difficult, It is characterized by being 
able to receive professional and high-level education.

www.growtoon.com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로 669
669, Myeongam-ro, Myeong-am-ri, Bongyang-eup, 
Jecheon-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13
그로우 툰 아카데미 Grow Toon Academy

언제, 어디서, 누구나 질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념으로 출발한 그로우 툰 아카데미는 온라인 최초 만화/웹툰 
전문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닝 홈페이지입니다.
웹툰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본기요소와, 클립
스튜디오, 스케치업 등 웹툰작업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프로그
램 교육까지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전문 교육이 어려운 
지방이나, 섬에 사는 분들이라도 웹툰과 그림에 대한 전문적이
고 높은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Grape Human Body - easy & funny human drawing technique
Grape background - Do not give up, Drawing background
Color for cartoonist
DIY XY CLOTHING
Clip Studio

PRODUCT/CONTENTS 
포도인체 - ‘포기하지마 도형화 인체’
포도배경 - ‘포기하지마 도형화 배경 투시도’
만화가를 위한 컬러 
다이아XY 옷주름
클립스튜디오

제품/콘텐츠 소개

회사 소개

김태홍 Kim Taehong

+82-10-2724-5088

grow_toon@grow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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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Huion은 2007년에 기술연구를 시작하여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과 능력을 갖춘 타블렛 기업입니다. 주요 제
품 라인은 그래픽 펜 타블렛, 그래픽 펜 디스플레이, 시그니처 
패드 및 LED 트레이싱 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UION은 
약 10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세계 2위 타블렛 브랜드로 성장
했습니다. 

Huion is the nationally supported and promoted high-tech en-
terprise which has the core technology and ability to research 
and develop independently. HUION is a well -known brand in 
the industry of digitizer products. Huion's main product line 
includes the Graphics Pen Tablet, Graphics Pen Display, Sig-
nature Pad and LED Tracing Board.   After around 10 years de-
velopment, Huion has grown into the world 's second largest 
brand of graphics products.

www.huionkorea.com

서울 서초구 효령로 87 대한건축학회 3F
3F, AIK Architecture Center, 87 Hyoryeong-ro, Seocho-gu, 
Seoul, 06687, Korea

회사 소개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14
에스디에프인터내셔널  SDF INTERNATIONAL CO., LTD.

FULL HD SCREEN
-  The high resolution up to 1920 * 1080 can present the details 
of your artwork with accuracy. 

FASHION DESIGNED ULTRA-THIN BODY
-  As an up-to-15.6 inches Pen Tablet Monitor, the thickness 
of the body is well controlled at less than 15mm and only 
weighs 1.5kg. 

CUSTOMIZABLE EXPRESS KEYS
-  Up to 14 express keys and a touch bar allow you to increase 
your work efficiency.

ANTI-GLARE COVER GLASS
-  The exquisite frosting surface treatment technology brings 
you an unprecedented writing experience.

PRODUCT/CONTENTS 
시선을 사로잡는 Full HD 화질
- 고품질 IPS 패널과 1920x1080 해상도

다양한 슬롯과 3in1 커넥션 케이블
- 3in1 케이블로 USB, HDMI, 전원 플러그가 1개의 케이블

14 익스프레스키 & 터치 바
- 최대 14개까지 커스텀 설정이 가능한 단축키와 터치바

눈부심 방지 저반사 글라스
- AG 글라스로 조명 조건에 상관없이 선명한 이미지

제품/콘텐츠 소개

이슬 Lee Seul

+82-10-3939-9304

seul@sdfi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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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ARTLicensing consults the people who try to progress busi-
ness with a copyright to make their best effect by using mar-
keting strategies which suit them. Furthermore, w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 industry

www.artlicensing.co.kr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길 18 202-1208
202-1208, 18, Bucheon-ro 198beon-gil, Bucheon-si, 
Gyeonggi-do, Korea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15
아트라이선싱 ARTlicensing

저희 아트라이선싱은 저작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는 모 
든 분들께 그들에게 맞는 마케팅과 전략을 이용하여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며, 더 나아가서는 문화, 콘
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회사입니다. 

기다려 빵아 (STAY PANG AH)
궁에서 펼처지는 사고뭉치 빵아. 새침 깔끄미 소주, 덩치 큰 게
름뱅이 큐빅(RUN QBIG)의 에피소드, 반려견 캐릭터 빵아. 소
주, 큐빅의 숨겨진 스펙타클한 스토리, 미니멀리즘한 직관적인 
디자인과 20~40대 성인의 타겟으로 한 캐릭터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였다.
자 이제 우리의 친구 빵아의 모험이야기를 들어보자!

제품/콘텐츠 소개

회사 소개

이용수  Lee yong soo

+82-10-3575-6934

yongf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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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라프텔은 애니/만화를 개인의 취향에 맞게 추천해주는 콘텐츠 
기술 기업입니다. 만화/애니계의 넷플릭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Laftel is a Netflix for manga/animation. Based on users’ pref-
erences (6 million ratings are collected so far), Laftel recom-
mends manga/animation for each user. Laftel’s keywords are 
big data, personal recommendation, and manga/animation.

laftel.net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공학원 119호
Engineering Park 119-ho, Yonsei Univ.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회사 소개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16
라프텔  Laftel

Laftel recommends manga/aniamtion based on each user’s 
personal preferences. As of now, Laftel service is available on 
Website(laftel.net) and mobile applications (both Android and 
iOS). 

PRODUCT/CONTENTS 
라프텔에서는 내 취향에 맞는 작품들을 추천받고, 추천받은 애
니메이션을 바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웹사이트와 안드로
이드, iOS 어플이 서비스 중입니다.

제품/콘텐츠 소개

김남희  Kim Namhee 

+82-10-3325-2321

ryan@laft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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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Mediafront focuses on creating a new spectrum of media ex-
perience. We provide a total solution incorporating advanced 
digital solutions from Digital Themepark, VR, AR and more.

www.mediafront.kr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104-4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17
(주)미디어프론트 Mediafront

미디어프론트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을 창조하는 NX 기업입니
다. 디지털 테마파크와 VR, AR와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ro Self Media ]
provides a solution from individual to corporate to run an 
individual broadcasting. Customizable character, effects on 
video and more will provide next step of media solution of in-
dividual broadcasting experience.

PRODUCT/CONTENTS 
[Pro Self Media]
1인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Pro Self Media는 개인, 기업등 다
양한 고객이 보다 쉽고 새로운 형태의 1인 미디어 방송을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캐릭터, 영상 효과등을 직접 제작하거
나 구입하여 자신만의 1인 방송을 꾸밀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 솔루션입니다.

제품/콘텐츠 소개

회사 소개

송대호 Song Daeho

+82-10-3743-9769

pishick@mediafront.kr

104-4, Bokwangro, Yongsan 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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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2005년에 설립된 보스토는 펜 디스플레이 기술의 혁신자로
서, 예술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경험을 증
대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과 엔지니어들의 합
작으로 만들어져 제품에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최상의 솔루션을 최신의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내셔널한 팀으로서 일본, 싱가폴, 독일과 미국 등의 
구성원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이스라엘의 대학, 연구
소 등과의 폭넓은 협업으로 화면의 색감, 터치펜 인식의 정확
성, 반응속도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래픽 소프트웨어 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품과 소
프트웨어간의 호환성을 유지하며,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Bosto takes innovation as the core, forge ahead, and con-
stantly develop exciting work. Every member of Bosto is con-
vinced that we are developing a good affair. We firmly believe 
that “Concentration achieves excellence and creation leads 
the future. 
Encouraging technical cooperation with Universities and lab-
oratories of Japan and Israel, Bosto team constantly improves 
our products in color, touch accuracy, speed performances 
and other technical characteristics. 
Also through depth cooperation with ADOBE, AUTODESK, 
SAI, including other software companies, Bosto products are 
seamless compatible with its soft, maximizing each other 
strengths. 
Our vision: Enrich artist’s life with good and efficiency digital 
technology. 

www.bosto.co.kr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46, 604호

회사 소개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18
(주)맥스아이엔티 MAX I&T Corporation

1. 광범위한 크리에이티브 공간 
2.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디스플레이 
3.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기능 
4. 강력해진 LED 화이트 백라이트 

제품/콘텐츠 소개

공호진 Gong Hojin

+82-10-9163-0240

bostotablet@naver.com

The 7th E&C Dream Tower, 604 ho, 46, Digital-ro 9-gil, 
Geumcheon-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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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ppyroad.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209, Sejong-dae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기업/기관 부스B19
여성가족부 성평등 희망로드 캠페인 Happy road Campaign



DIRECTORY

075

만화마켓

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10년 이상 업계에서 양질의 캐릭터,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아트북, 자료집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온 기업입니다.

We have been providing high-quality characters, games, ani-
mations, cartoons, artbooks, and materials for more than 10 
years in the industry at a reasonable price.

www.joyani.co.kr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75
175, Jagok-ro, Gangnam-gu, Seoul, Korea

회사 소개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20
조이애니 JOYANI

Character, Game, Animation, Cartoon, Artbook, Collection

PRODUCT/CONTENTS 
캐릭터,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아트북, 자료집 등
제품/콘텐츠 소개

송우현  Song Woohyun

+82-10-2611-5677

swh5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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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Specialized imports of imported used cars in addition to car-
toon character accessories, figures, and gashapon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길 73-1 (자양동)
73-1, Jayang-ro 13-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21
스티브 트레이딩 STEVE TRADING

만화 캐릭터 악세사리, 피규어, 가샤폰 외에 수입 중고차를 전
문적으로 수입합니다

figures, key holders, straps, ani etc, led

PRODUCT/CONTENTS 
피규어, 열쇠고리, 핸드폰줄, 만화관련물품, led
제품/콘텐츠 소개

회사 소개

손주영  Son Jooyoung

+82-10-3785-1391

kissson@naver.com

STEVE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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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25년 전통의 예술서적(회화, 디자인, 게임, 애니, 만화서적)을 
개발 및 출판하고 수입하여 교보문고 외 인터넷 서점에 공급 
판매해온 전문 회사이다.

It is a specialized company that develops, publishes and im-
ports art books (paintings, designs, games, animations, comic 
books) for 25 years and supplies them to Kyobo Book Store 
and other internet bookstores.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신기로 10 201호
#201, 10, Singi-ro,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회사 소개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22
도서출판 예은 YeEun Publishing Co.

Publish professional art books, manga, anime, and game 
painting.

PRODUCT/CONTENTS 
만화, 애니, 게임 회화등 전문 예술서적 출판
제품/콘텐츠 소개

윤재술  Yun Jae Sool 외 2인

+82-10-7797-8979

baksayoon@naver.com

YEEUN AR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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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We sales for cosplay clothes and cosplay cosmetic. also we are 
doing lent service for studio and cosplay cosmetic

www.haireditioncos.co.kr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 무광오피스빌딩 404호
276, Gilju-ro, Bucheon-si, Gyeonggi-do, Korea

OUR INFORMATION

기업/기관 부스B23
코스에디션 COSEDITION

코스프레 관련 된 옷 판매 및 대여, 스튜디오렌털, 코스프레전
용 화장품을 판매하고있습니다. 

Cosplay clothes lent service, cosplay cosmetic sales, cosplay 
experience

PRODUCT/CONTENTS 
코스프레 옷 대여, 코스프레 전용 화장품 샘플 체험 및 판매
제품/콘텐츠 소개

회사 소개

박현의  Park Hyeonui

+82-10-3778-3119

ayojb@dm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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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만화영상, 웹툰, 디지털사진과 프로그래밍 분야, 3D캐릭터애
니메이션, 3D 게임 그래픽과 프로그래밍 분야의 내용으로 구
성된 예술과 공학의 융 복합 학과로 영상 및 게임 콘텐츠 분야
의 전공 이론과 제작기술 부문 전문 인력 양성을 하게 됩니다.

Complex department of art and engineering comprise the 
field of cartoon image, webtoon, digital photography and 
programming, 3D character animation, and 3D game graphics 
and programming offer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and 
theory about video image and game contents.

www.bc.ac.kr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6번길 25(심곡동)
56, Sinheung-ro 56beon-gil, Bu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학교(학과) 소개 OUR INFORMATION

교육기관 부스C01
부천대학교 Bucheon University

2017. 5  Association of Korea cartoon images, Academic Asso-
ciation of Mural Painting & Capston Design in Bucheon 
city, Participated in the global 2D animation of the 
Horizon original cartoon work with MK corportion

2017. 4  Selected for school-based enterprise continuous sup-
port program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rom 2017 to 
2019

2017. 3  Department of Visual & Game Contents opened a reg-
ular night class with 40 students(work during the day-
time at school-based enterprise Jeppet Studio) 

2016. 5  Academic Assoication of One-Store Corpporation’s 
Webtoon Series Capston.

2015. 5  Established school-based enterprise Jeppet Studio(3D 
animation, 2D illustration and motion graphics) select-
ed for new school-based enterprise support program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PRODUCT/CONTENTS 
 2017. 5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시 벽화그리기 캡스톤디자

인 산학협약, (주)MK와 산학협약으로 수평선 만화원
작 글로벌 2D애니메이션 제작참여

2017.  4  교육부의 2017~2019년도 계속지원 학교기업 제펫스
튜디오 선정

2017. 3  영상&게임콘텐츠과 정규과정 야간반 40명 개설(학교
기업 제펫스튜디오에 주간근무)

2016. 5 원스토어주식회사, 웹툰연재 캡스톤디자인 산학협약 
2015. 5  학교기업 제펫스튜디오 설립(3D애니메이션, 2D일러

스트레이션, 플래시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교육부 
학교기업지원사업 선정

제품/콘텐츠 소개

최윤선  Choi Yunseon

+82-10-2730-5452

cys@b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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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중부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는 21세기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교육방법으로 창조적인 이미지를 표현·제작
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디자인, 첨단영
사산업 분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글로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하여 러시아의 유수 대학인 
국립모스크바프린팅아트대학과 3+1 복수학위제, 샹트피터스
버그영상대학·샹트피터스버그기술디자인대학·국립옴스크대
학·국립수르구트대학과 교환협정으로 학점인정제 운영, 일본 
큐슈정보대학 2+2 공동학위제를 도입하여 졸업 후 100% 취
업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첨단 문화콘텐츠 전문 학과이다.

www.joongbu.ac.kr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305
305, Dongheon-ro, Deogyang-gu, Goyang-si, Gyeonggi-
do, Korea

학교(학과) 소개

교육기관 부스C02
중부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Joongbu University

[전시]
- 중부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입시 홍보
- 중부대학교 학생들 웹툰 및 일러스트작품전시 

[이벤트]
- 중부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입시상담
- 관람객을 상대로 캐리커쳐행사 진행

제품/콘텐츠 소개

김윤경  Kim Yunkyoung

+82-10-9612-5793

yk_12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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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경기예술고등학교 만화창작과는 2003년 개교부터 개설되어 
현재까지 만화·애니메이션 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
하고 있는 경기도 공립 특수목적 예술고등학교입니다.
저희 학과는 만화·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콘
텐츠를 확장하는 창의적인 예술가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대
중예술 분야인 만화·애니메이션의 기초 실기와 이론을 실습하
고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소양교육 및 창작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The Cartoon and Animation Department was established in 
2003 when the Gyunggi Art High School, Public school for 
special purpose, was opened. They develop talented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comics and animation and their purpose 
is to nurture creative artists who can extend various media 
contents. The department teaches basics and practical skills 
students to perpare for their careers by going through a pro-
cess of making comics and animation.

kgart.hs.kr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09번길 37
37, Seokcheon-ro 209beon-gil, Bucheon-si, Gyeonggi-do, 
Korea

학교(학과) 소개 OUR INFORMATION

교육기관 부스C03
경기예술고등학교 Gyeonggi Arts High School

경기예술고 만화창작과 학생창작만화집 C3 / 노트 / 만화창작
과 3D캐릭터 판매 및 핀버튼 체험학습

제품/콘텐츠 소개

노현옥 Ro Hyunok

+82-10-4270-9247

lisa77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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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학교소개] ‘창조하는 感・動교육 위대한 한국문콘고!’라는 비
전을 가지고 구성원 모두가 정‘情’과 성‘誠’을 다하는 교육공
동체입니다. 특히 2008년 문화콘텐츠특성화고로 승인 받은 
후 영상애니메이션과에 주력하여 전문적인 교육과정으로 차
세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학과소개] 21세기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분야인 영상애니
메이션 분야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예술적 감성과 전문적 지식 
및 실기능력, 경험을 갖춘 차세대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
니다.

finance.icehs.kr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72번길 98
98, Guwol-ro 372beon-gil, Namdo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학교(학과) 소개

교육기관 부스C04
인천금융고등학교 Incheon Finance High School

[전시]
- 중부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입시 홍보
- 중부대학교 학생들 웹툰 및 일러스트작품전시 

[이벤트]
- 중부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입시상담
- 관람객을 상대로 캐리커쳐행사 진행

제품/콘텐츠 소개

교사 전용화 (학생대표 홍혜민)  Jeon yong hwa

+82-10-4581-8546

jyhart@naver.com(chfhd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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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한국영상대학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방
송영상특성화 대학입니다. 정부가 선정한 ‘세계수준의 전
문대학(WCC)', '특성화전문대학(SCK)’,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IEQAS)'으로 방송, 영화, 
광고, 만화, 게임 등 콘텐츠 산업 분야의 창의적 실무 인재를 
육성해 산업 현장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Korea University of Media Arts is located in Sejong Metropol-
itan Autonomous City. It takes an hour and half for driving 
from Seoul, the capital city of Korea. Sejong city is a new ad-
ministrative capital in administration, education, culture, and 
welfare.
KUMA was established in 1993, since then, it has continued to 
invest in specialized departments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Eventually, it was designated as 'World Class 
Colleg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Currently, KUMA has various specialized departments such 
as Department of Manhwa & webtoon Contents, Department 
of Game Animation, Department of Directing & Producing, 
Department of Film Production, Department of Broadcasting 
Media.

manhwa.pro.ac.kr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학길 300
300 Daehak-gil, Janggun-myun, sejong-si, Korea 

학교(학과) 소개 OUR INFORMATION

교육기관 부스C05
한국영상대학교 만화콘텐츠과 Manhwa Contents, Korea Univ. of Media Arts

한국영상대학교 만화콘텐츠과는 웹툰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맞춘 실기 중
심 교육과정과 와콤 신티크, 클립스튜디오, 스케치업을 기반으
로 한 교육시설, 그리고 현역 작가 및 PD를 중심으로 한 교수
진을 갖추고 매년 60여 명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품/콘텐츠 소개

박석환  Park, Seok-hwan

+82-10-6822-6941

comicspam@naver.com

Department of Manhwa & webtoon Contents is foster talent in 
the field of Webtoons. Operate the practical training courses, 
Training based on Cintiq, clip studios, sketch up tools. Sixty 
people release every year.

PRODUCT/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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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www.copyright.or.kr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3,5층  
1,3,5F, 19, Chungui-ro, Jinju-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기업/기관 부스D01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신지수  Shin Jisoo

+82-10-9491-2153

shinjs2153@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
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1987년 7월 1일 
설치되었다. 이듬해 3월 국제저작권정보센터로부터 한국저작
권정보센터로 지정되었고, 2007년 6월에 저작권위원회로 명
칭 변경하였다. 그 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2009년 7월 컴퓨
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되었다.

조직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을 조정하는 5개 조정부, 
출판·공연전시·방송·특별 등 분과위원회, 사무처, 정책연구실, 
저작권정보센터, 교육연수원, 종합민원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
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기는 모두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개 조정부는 각각 1인 이상 3인 이내의 위원으로, 특별분과
위원회를 포함한 4개 분과위원회는 5~6인의 위원으로 이루어
져 있다. 특별분과위원회에서는 과제의 조사·연구를 위해 필요
한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 소개
주요 업무는 ① 분쟁의 알선·조정 ②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③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④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⑤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⑥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⑦ 기술적보호
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⑧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⑨ 저작권 침해 등
에 관한 감정 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⑪ 법령에 따라 위원
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⑫ 그 밖에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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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www.kwia.or.kr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대륭포스트타워 6차 231호
 #231, 298, Beotkkot-ro, Geumcheon-gu, Seoul, Republic 
of Korea

기업/기관 부스D02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 The Korea Webtoon Industry Association

김순영  Kim Soonyoung

+82-10-2077-6416

soyo0707@gmail.com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는 한국 웹툰이 가진 문화적 가치
를 널리 확대하고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 2015년 10월에 설립
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사로 웹툰 플랫폼, 에이전시 등 23개 업
체가 활동 중입니다.

회사 소개

2016년 국내 최초로 ‘웹툰 PD 아카데미’ 개설, 신작업군 양성
사업 ‘웹툰기획편집자’ 1, 2기 과정 등을 통해 웹툰 산업계 인
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품/콘텐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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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www.kcopa.or.kr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문화콘텐즈센터 9,10층
400, World Cup buk-ro, Mapo-gu, Seoul Korea

기업/기관 부스D03
재단법인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이대홍  Lee Daehong

+82-10-9575-1622

thin16@kcopa.or.kr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
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발전에 이
바지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저작물을 유통하는 온ㆍ오프라인 콘텐츠 업체를 저
작권OK로 지정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이용활성화
를 도모하며,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함으
로써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제품/콘텐츠 소개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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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www.jccia.or.kr   www.jbckl.or.kr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37
237, Hongsan-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기업/기관 부스D04
(재)전라북도 문호콘텐츠산업진흥원 Jeollabukdo Culture Contents Industry Agency

황인관  Hwang Inkwan

+82-10-8571-2907

hik.ckl@gmail.com

저희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
정받은 전라북도의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창의인재 육성과 도
내 콘텐츠 제작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본격적인 글로벌마켓 
진출 경영지원을 위한 문화콘텐츠 사업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
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기술 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북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 新 
성장동력의 중심이자 First mover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은 정부와 전라북도가 함께 힘으로 
모아 미래 핵심 전략산업인 콘텐츠 산업에 전라북도만의 새로
운 창작 동력을 키워가기 위해 2015년에 설립하였습니다. 콘
텐츠 창작자 및 예비 창업자들이 함께 모여, 콘텐츠 아이디어
를 구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창작 할 수 있는 공동 창작 공
간이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나이, 직업, 학력, 성별, 장르 등
을 불문하고 콘텐츠 창작자로서의 삶을 지속하기 원하는 분들
을 환영합니다.

제품/콘텐츠 소개

Our Jeollabuk-do Cultural Contents Industry Promotion Cen-
ter is accelerating the realization of culture contents business 
to cultivate talented human resources, to secure competitive-
ness of contents producers in the province, and to support 
management to enter the global market based on the cultural 
assets of Jeollabuk-do, which has been globally recognized.
We will do our utmost to grow into a specialized fusion indus-
trial hub that will lead to the creation of a smart ecosystem 
(device-service-contents) of Jeonbuk Province, the develop-
ment of sensible contents and realistic contents, and further 
the fusion of creative ideas and innovative technologies.

OUR INFORMATION

Jeollabuk-do Contents Korea Lab established the Jeolla-
buk-do in 2015 in order to nurture the new creative power of 
Jeollabuk-do in the contents industry which is the core stra-
tegic industry of the future. It is a collaborative creative space 
and support program where content creators and prospective 
founders come together to conceive content ideas and create 
with their own strengths. We welcome those who wish to con-
tinue theirlives as content creators regardless of age, occupa-
tion, education, gender, genre, and so on.

PRODUCT/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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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참가자 정보 PARTICIPANT
Name

Cell

E-mail

blog.naver.com/zigi-fun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창업보육센터 133호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기업/기관 부스D04
웬스파파 WENS PAPA 지기펀 ZIGIFUN

백병철  Baek Byoungcheol 외 2명

+82-10-7444-7322

zigi-fun@naver.com

지기펀(ZIGI-FUN)은
종이로 만드는 상자란 뜻의 지기(紙器) 와 참되게 나를 알아주
는 친구라는 지기지우란 사자성어의 의미와 함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종이장난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런칭 된 컬쳐 브랜
드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종이의 지기구조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며, 국내외 전반의 콘텐츠 기업들과의 제휴를 목
표로 제품개발과 브랜드 프로모션 및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회사 소개

만들며 즐기는 조선시대 이야기 <조선왕 종이인형집>
제품/콘텐츠 소개

ZIGI-FUN is
As a cultural brand launched with the intention of making pa-
per toys that everyone can enjoy, By combining various ideas, 
we make products that make use of paper structure Aiming 
for partnership with content companies in domestic and over-
seas We carry out product development, brand promotion 
and technical support.

OUR INFORMATION

The story of Joseon, 
made with paper 
<Joseon King 
  Paper Doll set>

PRODUCT/CONTENTS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양지1길 두산푸른솔A 101동 1510호
101-1510, DoosanPureunsol Apt, 16-3, Yangji 1-gil,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양지철, 장결  Yang Jicheol, Jang Gyeol

+82-10-9412-7154
yjc1016@naver.com

전주를 알리고 지키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전주 토박이 청
년 2명

전주의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 기존의 낡은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주의 옛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현 전주의 문화와 이야기 를 
안내하고 담고있는 전주시를 지키는 새로운 캐릭터와 그 이야
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주의 새 캐릭터는 사방신인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 동시에 전주안
의 지역 이야기와 지리적 문화적 이야기를 갖는 캐릭터 들을 
디자인 하고있습니다.

제품/콘텐츠 소개

회사 소개

JBCKL X WENS PAPA 
<전주를 지키는 전주프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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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만화마켓

한국국제만화마켓은 해외 유망 바이어와 국
내 만화 관련 기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우수한 국내 만화 콘텐츠가 해외로 진
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국의 문화
와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작품들이 적합한 
해외 파트너를 만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
대를 모으고 있다.

• 기간: 2017. 7. 20.(목) ~ 7. 21.(금)
• 장 소: 마켓전시관 및 고려호텔
• 대 상: 국내외 만화 콘텐츠 관련 기업
• 규 모: 총 50개 기업 (국내기업 : 30개사 이상, 국외기업 : 15개사)
• 내 용: 

 -  한국만화의 저작권 수출을 위한 한국 기업 및 해외 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상담
-  네트워킹 리셉션을 통한 국내외 기업 관계자 교류

•  국내기업 : 스토리훈,아트라이선싱, 프라이데이, 학산문화사, 다시마필름, 북큐브네트웍스, 엠케
이이엔티, 레진코믹스, 드림컴어스, 비즈니스네트워크, 미스터블루, 대원씨아이, 재담미디어, 아
카이브팩토리, 더웨일게임즈, 하얀날개, 달고나, 페이지앤스크롤, 에스에스애니멘트, 신원에이
전시, 락킨코리아, 토파즈에이전시, 다음웹툰컴퍼니, 씨엔씨레볼루션, 유주얼미디어, 캐럿코리
아에이전시, 몽키툰, 와지트, 올컨텐츠브이알, 헤드플레이, 팬덤콘텐츠팩토리, 윈드벨, 에릭양에
이전시, 아트플러스엠, 스토리숲, 프리즘미디어, 다온크레이티브, 넥스츄어코리아, 거북이북스, 
디엔씨미디어, 롤리플로엔터테인먼트, 바로코믹스, 바운드리스 아이디어, 애드히시브, 와이랩, 
와이제이코믹스, 이야기마루, 크릭앤리버엔터테인먼트, 토리웍스, 발해커뮤니케이션, 북이십일, 
아이큐비스, 이스토리, 손봄, 연아 인터내셔널, 이코믹스미디어, 미래엔, 아이나무

<초청기업>

국적 기업 참석자

중국

베이징토탈비전 문화전파유한책임공사
(北京天视全景文化传播有限责任公司) 왕닝(王宁)

콰이칸(快看世界(北京)科技有限公司) 윈위메이(文玉梅)

씨투엠 무소리(武小莉)

인도네시아
엠엔씨 버나 마리아

그라미다아 위디아서라나 인도네시아 아디 프라모노

말레이시아
코미커 유니온 라우 샤오 밍

펠앙지 출판 그룹 코르 팩 웬

시브이 하루 리아 인드라 안드리아나

베트남 킴동 출판 뉴욘 씨 킴동

싱가포르 퓨닉스 트래버스 로우

대만 중화동만출판동업협진회
(中华动漫出版同业协进会) 가오스촹

태국 에스와이엘 타일랜드 피터 리

일본 디지털 카타펄트 이슬기

독일 도쿄팝 비트리스 타바네스

프랑스 이즈네오 북시에 룩

KICOM

한국국제만화마켓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 만화 콘텐츠, 해외 진출 기회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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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만화마켓

The Korean Internat ional 
Comics Market (KICOM) pro-
vides Korean and internation-
al traders with potential busi-
ness opportunities. Foreign 
traders can discover promis-
ing Manhwa contents while 
their Korean counterparts can 
expand their market abroad. 
Participating business entities 
will be able to find real value 
in cultural diversity. 

• Title: Korean International Comics Market (KICOM)
• Objective: Global distribution of Korean Manhwa contents and world-wide network building 
• Date: July 19 (Wed.) ~ 23 (Frid.) 2017 
•  Venue: Market Exhibition Hall & Hotel Koryo 
• Target: Korean and foreign comics contents business entities 
• Traders: 50 + traders (30+ Korean traders and 15+ international traders) 
• Program: 

-  B2B matching between Korean and foreign businesses for trading Manhwa intellectual 
properties 

- ‘Ice-breaking’ networking reception 
•  Korean Participants : Story Hoon, ART Licensing, Priday Corporation, HAKSAN PUBLISHING 
CO., LTD., Dahcima Film Inc., BOOKCUBE NETWORKS Co.,Ltd., MK ENT, Lezhin Entertainment, 
DREAMCOMEUS, BusinessNetwork Co.,Ltd, Mr.Blue Corporation, Daewon C.I. Inc., Jaedam 
Media, Archive Factory, Thewhalegames, WHITEWING, Dalgona Entertainment, page N scroll, 
SS Animent Inc., Shinwon Agency Co., Rockin' KOREA, Topaz Agency Inc., DAUM WEBTOON 
COMPANY, C&C REVOLUTION.inc, U-jewelmedia, Carrot Korea Agency, Monkeytoon, Wagit.
Co.Ltd, ALLcontents&VR, Headplay Inc., FANDOM CONTENTS FACTORY, WINDBELL, Eric Yang 
Agency, ARTPLUSM, StorySoop Inc., Prism Media Co., Ltd., DaonCreative Inc, NEXTURE Korea 
Co., Ltd., GOBOOKY BOOKS Co.,Ltd., D&C MEDIA, Lolliflo Entertainment, BaroComics.co., Ltd., 
BOUNDLESS IDEA, ADHESIVE Co. Ltd, YLAB.Co.Ltd, YJ Comics, STORY MARU, Creek&River En-
tertainment Co.Ltd., ToryWorks, BALHAE communication, Book21 Publishing Group, ICUBIS 
co. ltd., eStory, SONBOM, Linking-King Asia Inetertional Inc., Ecomix Media Company, Mirae N 
Co., Ltd., INAMU Co., Ltd.

<Key Traders>

Country Trader Participant

China

Beijing Total Vision Culture Spreads Co., Ltd. Wangning

Kuaikan Wen Yumei

Zhangyue Technology Co., Ltd. Awdrey WU

Indonesia
M&C comics Vina Marlia

GRASINDO Mr. Adi Pramono

Malaysia

Comiker Union Lau Shaw Ming

Pelangi Publishing Group Bhd. Ms. Khor Paik Wen

Trader CV haru Lia Indra Andriana

Vietnam Kim Dong Publishing House Nguyen Thi Kim Dung

Singapore Funics Pte Ltd Travis Low

Chinese Taipei Chinese Animation & Comic Publishers Association Kao Shih Chuang

Thailand SYL THAILAND Peter, Lee

Japan Digital Catapult Inc. Seulki Lee

Germany Tokyopop Beatrice Tavares

France Izneo Luc Bourcier

KICOM

Korean�International�Comics�Market�

The Soaring Korean Comics Contents Industry and New Global Business Opportunities

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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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글로벌만화도시
네트워크

GLOBAL COMICS CIT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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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도시로 입지를 다진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전 세계 주요 만
화 도시와 만난다. 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미국, 프랑스 등 9개국에서 9명이 참여해 국제 
만화 산업의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며 교류하는 자리를 갖는다. 만화 도시, 축제, 단체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공동사업 추진 등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 방
안도 모색한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만화 시장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글로벌 만화 도시 컨퍼런스
가 열린다. 각국의 출판 · 디지털 만화 산업의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어떻게 국
가 간 교류 및 협업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기   간: 2017. 7. 20.(목) ~ 21.(금) 
• 장   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 참가자: 9개국 9명

※ 참가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글로벌만화도시네트워크

국적 기업

한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중국 광저우 만우과기발전유한공사

일본 교토만화박물관 국제만화연구센터

프랑스 앙굴렘국제만화축제 조직위원회

벨기에 브뤼셀만화박물관

이탈리아 루카만화&게임축제

스페인 바르셀로나만화축제

알제리 알제리국제만화축제

미국 뉴욕 코믹콘



DIRECTORY

093

The leaders of Korean comics, Bucheon City and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KOMACON) all 
welcome the top global comics cities to one place. This year, 9 experts from 9 different countries 
will hold what we expect to be an interesting and lively debate on global comics industrial develop-
ment and exchange. They will also seek practical solutions to upgrade existing international net-
work and cooperation programs among comic book cities, festivals, and organizations. Of particu-
lar note, global comic book cities will hold a conference on the theme of <Shared Growth Ambition 
in the Global Comics Market>. This conference will deal with industrial trends in comic book pub-
lication and digital comics and encourage participants to find ways for how cities can accomplish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successfull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 Date: July 20 (Thur.) ~ 21 (Fri.) 2017
• Venue: Seminar Room (5F), KOMACON 
• Participants: 9 experts from 9 different countries 

*Note: Participant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Global�Comics�City�Network�

국적 기업

Korea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KOMACON)

China Guangzhou Comics Sci-Tech 

Japan International Manga Research Center, Kyoto International Manga Museum 

France Angoulême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Belgium Brussels Comics Museum 

Italy Lucca Comics & Games Festival 

Spain Barcelona Comics Festival

Algeria Festival International de la Bande Dessinée d’Alger

U.S.A. New York Comic Con 

글로벌만화도시네트워크



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국제만화컨퍼런스

KOCOA
KOrea COmics Agora



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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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교육 전문가가 모여 세계의 청년 만화 교육과 대학 입시체계
에 대해 토론한다.
국제만화컨퍼런스에서는 지난 2년간 한국의 만화 교육 및 대학 입시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3년차인 올해는 국내 교육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확대하여 
한중일 3개국의 만화 교육과 입시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만화 
교육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 측 김신(중부대 교수), 김병수(목원대 교수), 중국 측 양나(장
춘 길림애니메이션대 교수), 일본 측 키쿠치 마사루(前 동경공예대 교수)가 발제하며, 
국내 만화학과 교수들도 토론에 참여한다.

This conference will allow Chinese, Korean, and Japanese educators to de-
bate issues around Manhwa education and the college entrance system. For 
the last 2 years, KOCOA has carried out an in-depth discussion on Manhwa 
education and the college entrance system in Korea. This year, the third 
KOCOA will attempt to compare Manhwa education system and the college 
entrance systems of China, Korea, and Japan, so as to establish a long-term 
Manhwa strategy. Panel members include Prof. Kim Shin (Joongbu Univer-
sity, Korea), Prof. Kim Byung-soo (Mokwon University, Korea), Prof. Yang Na 
(Jilin animation Institute, China), (Former) Prof. Kikuchi Masaru (Tokyo Poly-
technic University, Japan) and other Manhwa faculty members from several 
universities. 

• 일시: 2017. 7. 21.(금) 12:30 ~ 14:00
• 장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
• 대상: 만화학과 교수 및 학생, 일반 관람객

• Date: July 21 (Fri.) 2017 12:30 ~ 14:00
•  Venue:Seminar Room (5F),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  Participants: Graphic arts academia & 
comic book lovers

세계 청년 만화 교육

World Youth 
Manhwa Education

국제만화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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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웹툰 인재 양성을 위해 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K-Comics 아카데미 글로벌 진
출과정의 일환으로 글로벌 트렌드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구
성되어 만화 강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유명 작가 및 기획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
다. 특히 일본의 디즈니라 불리는 도에이 애니메이션의 모리시타 코조 회장과 시미즈 
신지 이사가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도에이 애니메이션은 70년대 인기작 은하철도 
999를 시작으로 드래곤볼 시리즈, 꽃보다 남자, 원피스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일본 애니
메이션을 기획하고 제작한 회사이다. 강연자로 참여할 모리시타 코조 회장과 시미즈 
신지 이사는 드래곤볼 시리즈, 원피스 등의 유명 애니메이션의 기획을 맡은 기획자로
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들의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과 세계 만화와 일본 시장의 변화
와 흐름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The Global Trends Seminar is a part of KOMACON’s K-Comics Academy 
Global Program which empowers global webtoon manpower. This year’s 
event will consist of two parts and will be attended by distinguished car-
toonists and promoters from the animation super power Japan. Key note 
speech will be delivered by two eminent figures - President Morishita Kozo 
and Director Shimizu Shinji of Toei Animation Studio, frequently referred as 
the Walt Disney of Japan. Toei Animation is well known for its animation se-
ries such as Galaxy Express 999, Dragon Balls, Boys Over Flowers, and One 
Piece. President Morishita Kozo and Director Shimizu Shinji of Toei Anima-
tion - a father of Dragon Balls and One Piece, will share their experiences in 
animation industry, and Japanese and global Manhaw market trends.

• 일시: 2017. 7. 21.(금) 14:00 ~ 18:00
•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
• 대상: 만화가, 학생, 일반 관람객 등
• 연사 
  - 1부 :  타케쿠마 켄타로 (편집자, 교수)
               송지형 (작가)

- 2부 : 모리시타 코조 
            (도에이 애니메이션 회장)

• Date: July 21 (Fri.) 2017 / 14:00~18:00
•  Venue: Animation Theater, Korea Manhwa 
Museum

•  Participants: Cartoonist, students, and 
comic book fans

• Speaker 
- Part-1:  Takekuma Kentaro 
                   (Editor, Prof)
                   Song Jihyeong (Comics artist)
- Part-2 : Morishita Kozo 
                   (President of Toei Animation)

글로벌 트렌드 
세미나

Global Trends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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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웹툰이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웹툰 3D, 딥러닝 기반 인공지
능(AI), 로봇 스토리텔링 소프트웨어, 웹툰 큐레이팅 서비스 등을 활용한 웹툰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관련 학계 전문가와 기업 종사자가 한데 모여 다양한 신기술과 도
구를 활용한 웹툰 전략을 파헤친다.

What way for the Webto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conference offers an in-depth analysis and forecast for a webtoon 
market that is undergoing a transition triggered by new technologies such 
as Webtoon 3D, deep-learning based AI, robot storytelling software, and 
webtoon curating services. Academic and industrial experts will look into 
webtoon strategies that employ cutting edge technologies and tools. 

• 일시: 2017. 7. 21.(금) 15:00 ~ 18:00
• 장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
• 대상:  만화가, 관련 학자, 만화 관련 기업,  

일반 관람객 등

• Date: July 21 (Fri.) 2017 / 15:00~18:00
•  Venue: Seminar Room (5F),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  Participants: Cartoonist, academia, 
traders, and comic book fans 

제4차 산업혁명과 
웹툰의 전략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ebtoon 
Strategy 

국제만화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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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화두인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과 만난 만화는 어떤 모습일까? 신기술을 
적용한 만화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소개한다. 
 가상현실 만화, 웹툰 플랫폼 개발기, 가상현실에서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창작자를 대
체하거나 도울 인공 지능 기술을 주제로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VR 유튜버, 만화
작가가 참여다.

How does VR and AI shape Manhwa? This conference is designed to intro-
duce comics and animation contents produced by the new technologies. 
Leading experts, VR Youtubers, and comic artists will all share their ideas 
on some of the many current issues, such as VR comics, webtoon platform 
development stories, and AI technologies that replace traditional cartoon-
ists in the comic book and animation industry. 

• 일시: 2017. 7. 23.(일) 13:00 ~ 15:30
• 장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
• 대상:  VR/AI에 관심 있는 업계 종사자, 만화가, 

일반 관람객 등

• Date: July 23 (Sun.) 2017 / 13:00~15:30
•  Venue: Seminar Room (5F),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  Participants: Cartoonist, traders, and 
comic book fans as well as anyone 
interested in VR and AI 

VR/AI 기술에 의한 
만화 창작환경의 혁신

Creating Manhwa in an 
Innovative Environment: 
VR a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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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왕>, <내부자들>,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
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다. 부천국제만화축제는 만화IP를 활용한 융복합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피칭쇼를 진행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부천국제
만화축제는 영화 제작자, 감독, 프로듀서 등 영상 관계자를 대상으로 영상화를 희망하
는 만화 작가 10개 팀의 작품 피칭쇼를 개최한다. 피칭쇼 후에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
되며 이를 통해 직접적인 사업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석과 같
은 만화IP를 활용한 영상화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피칭쇼는 사전 모집
을 통해 피칭 작품을 결정할 예정이다.

<Fashion King>, <Inside Men>, <Secretly and Greatly> and many other dra-
mas are based on famous cartoons. BICOF puts on its very own pitching 
show to support convergent contents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by using Manhwa IP. Together with the Producers Guild of Korea (PGK), 10 
cartoonist teams will present their pitches to film directors, producers, and 
promoters. This show is designed to cinematize promising Manhaw IP, and 
unearth hidden gems. Presentations will be selected in advance. 

• 일시:  2017. 7. 20.(목) 16:00 ~ 18:00(피칭쇼), 
18:00 ~ 19:30(비즈니스 미팅)

•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

• 대상:  만화가,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영상 
제작자, 투자 관계자 등

•  Date: July 20 (Thur.) 2017 
  16:00~18:00 (Pitching Show) 
  18:00~19:30 (Business Meeting) 
•  Venue: Animation Theater, Korea Manhwa 
Museum / Seminar Room (5F),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KOMACON)

•  Participants: Film, animation, and drama 
director, producer, promoter, investor, 
and cartoonist

2017 만화&필름 
피칭쇼

2017 Comics & Film 
Pitching Show 

국제만화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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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문학 전공자들의 만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인문학 전
공자들의 만화연구 발표와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교수진들의 토론으로 이뤄질 예정이
다. 2017년 2월 인천대학교 인문대학/문화대학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상호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인천대학교가 기획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지원으로 개최한다.  
한상정(인천대), 박종천(고려대), 서은영(백석대), 김은정(이화여대 한국문화 박사과
정), 윤정업(강원대 국문과 박사과정)이 발표하고,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조현우, 전신
화, 장제형, 남상욱, 권기영 교수가 토론하며, 만화에 대한 인문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cently, humanities scholars have started to pay more attention to Man-
hwa. This conference will consist of presentations by humanities research-
ers and a panel discussion by faculty members of the School of Humanities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U). This event is organized and sponsored 
b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Manhwa Contents Agency(KOMA-
CON) pursuant to the MOU concluded in February 2017 between the School 
of Humanities & Graduate School of Culture, INU and KOMACON. Han Sang-
jeong(Incheon National University), Park Jong-cheon (Korea University), 
Seo Eun-young (Baekseok University), Kim Eun-joong (Phd. Candidate in 
Korean Culture, Ewha Womans University), and Yoon Jung-up (Phd. Can-
didate in Korean Litera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present 
during the session, and thereafter professor Jo Hyun-woo, Jeon Shin-hwa, 
Jang Jae-hyung, Nam Sang-uk, and Kwon Ki-young (College of Humanitie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will hold a panel discussion session the expan-
sion of humanities based Manhwa studies. 

• 일시: 2017. 7. 19.(수) 10:00 ~ 13:00
• 장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
• 대상:  인문학과 만화분야 연구자, 학생 등

• Date: July 19 (Wed.) 2017 10:00~13:00
•  Venue: Seminar Room (5F),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  Participants: Humanities and graphic 
arts researchers, students 

만화연구의 
인문학적 확장 

The Expansion of the 
Humanities in Com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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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웹툰이 광고와 만나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을까? 우리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브랜드 웹툰! 브랜드웹툰 작가, 플랫폼 담당자, 광고대행사, 기업광고사, 기획제작 
에이전시의 실무자와 함께 브랜드웹툰의 기획, 유통, 성과까지 우리 생활 속 브랜드 웹
툰의 모습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How does the advertising industry define Manhwa and webtoon? Today, 
brand webtoons are everywhere. This conference will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about brand webtoons – from planning, creation, through 
distribution - with stakeholders such as brand webtoon creator, platform 
manager, AD agency, advertiser, and promoter. 

• 일시:  2017. 7. 20.(목) 14:00 ~ 17:00
• 장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
• 대상:  광고대행사, 기획제작사, 만화가, 플랫폼 

담당자, 예비창작자, 관람객

• Date: July 20 (Thur.) 2017 14:00~17:00
•  Venue: Seminar Room (5F),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  Participant: AD agencies, promoters, 
cartoonists, platform managers, amateur 
creators, and fans 

브랜드웹툰 컨퍼런스: 
브랜드웹툰 현황과 미래

Brand Webtoon 
Conference: 
The Today and Tomorrow 
of Brand Webtoon

국제만화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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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포럼’에서는 만화계의 주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한
다.
만화포럼은 2013년을 시작으로 만화문화, 산업, 법·제도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진
행한 만화학과 교수와 만화연구자로 구성된 만화 연구모임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원정책, 웹툰플랫폼, 만화교육, 만화문화 향유 등 만화계의 다
양한 이슈의 논의와 지난 2014년 발표된 ‘제3차 만화산업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점검 
그리고 향후 진행될 ‘제4차 만화산업 중장기 계획’에 대해 전망해 보는 시간이 될 것
이다.

The “Manhwa Forum” is to discuss key issues in the Manhwa industry. This 
open debate, started in 2013, is a working group comprised of experts and 
academia in every domain of Manhwa, including culture, industry,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This year’s conference will deal with current issues 
such as support policy, webtoon platforms, Manhwa education, and Man-
hwa culture. There will also be reviews on “The 3rd Manhwa Industry Long-
term Strategy” which was announced in 2014, as well as a look at prospects 
for the upcoming “4th Manhwa Industry Long-term Strategy.”

• 일시: 2017. 7. 22.(토) 16:00 ~ 19:00
• 장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
• 대상:  만화정책가, 연구자, 학생, 일반 관람객 등

• Date: July 22 (Sat.) 2017 16:00~19:00
•  Venue: Seminar Room (5F),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  Participants: Manhwa policy makers, 
researchers, students and comics art 
fans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정책

Manhwa Polic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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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원작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상품 개발과 같은 2차적 활용과 해외 진출이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만화 사업 뒤에는 작가와 사업자 간의 계약이 기반이 된다. 
작가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그동안 제작되었던 만화표준계약서 10
종을 활용한 논의를 거쳐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n increasing number of Manhwa are becoming the seeds of cultural prod-
ucts, such as movies, dramas, and consumer goods, crossing borders to 
find new business opportunities. These changes compel artists and pro-
moters to enter into business contracts. To this end, this forum will review 
10 standard contract forms and provide a guideline to making fair agree-
ments between all parties concerned. 

• 일시:  2017. 7. 22.(토) 13:00 ~ 15:00
• 장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
• 대상:  만화가, 만화 관련 기업 등

• Date: July 22 (Sat.) 2017  13:00 ~ 15:00
•  Venue: Seminar Room (5F),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  Participant: Professional cartoonists and 
traders 

만화 표준계약서의 
발전적 방향을 위한 토론회

Open Forum on 
the Manhwa Industry 
Standard Contract 

국제만화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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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International Children
Comics artist Awards (ICCA)

올해 6회를 맞는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국내외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만
화가 40명이 참가한다. 풍부한 상상력과 만화 표현력을 자랑하는 또래들이 만나 만화를 통해 어떻게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행사명: 제6회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ICCA)
• 장    소: 한국만화박물관,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부천대학교
• 참가대상: 국내외 초등 4 ~ 6학년(또는 만 10 ~ 12세)
• 예    선: 2017. 3. 13.(월) ~ 5. 31.(수) 온/오프라인 공모
• 본    선: 2017. 7. 21.(금) ~ 7. 23.(일) / 2박3일 만화캠프
• 참여국가:  총 7개국(미국, 베트남, 중국, 카자흐스탄, 캐나다, 프랑스, 한국) 

40명 본선 진출
• 프로그램:  본선 경연, 만화 작가 워크숍, 웹툰 클래스, 공동작품 창작, 우정 

나눔 이벤트 등

Marking its sixth year, the International Children Comics artist Awards is an open main 
contest among 40 selec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or angs10-12) from Korea and 
overseas. Talented school children will show off their imaginative powers and ability to 
express creative ideas.
• Title: The 6th International Children Comic Books Artist Awards (ICCA)
• Venue: Korea Manhwa Museum /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ongsimCampus, 
                  BucheonUniversity
• Participa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K4~K6; age of 10 to 12) 
• Preliminary session: March 13 (Mon.) ~ May 31 (Wed.) 2017  Online & Offline Contest 
• Final session: July 21 (Fri.) ~ 23 (Sun.) 2017  2 days 3 nights “Manhwa Camp” 
• Final contestants: 40 school children from 7 countries 
                                       (U.S.A., Vietnam, China, Kazakhstan, Canada, France, and Korea) 
• Program:  Final competition, cartoonists’ workshop, webtoon class, co-work, friendship 

event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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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국내외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또는 만 10~12세)

• 형태: 자유 주제의 창작만화(1인당 최대 3점)
• 기간: 2017. 3. 13.(월) ~ 5. 31.(수)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기간 중에 개최되는 본선 
참가자 선발을 위해 온/오프라인 예선 대회가 진행되
었다.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유 주제의 창작
만화로 공모한 예선에는 쟁쟁한 실력을 갖춘 13개국 
1,093명이 참여하였다. 
별도의 특정 주제가 아닌 자유 주제로 공모한 예선인 
만큼 다양한 주제의 재기발랄한 어린이들의 생각과 
표현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 기간: 2017. 7. 21.(금) ~ 7. 23.(일)
•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가톨릭대(성심교정), 부천대
• 내용: 본선 경연, 만화 워크숍, 웹툰 클래스, 문화교류

본선(만화캠프)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한국만화박물관,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부천대학교
에서 진행된다. 예선을 통해 선발된 총 7개국(미국, 베
트남, 중국, 카자흐스탄, 캐나다, 프랑스, 한국) 어린이 
40명이 참여한다.
만화캠프는 본선 경연, 작가와 함께하는 만화 워크숍, 
웹툰 클래스, 공동작품 창작, 문화교류행사 등으로 구
성된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성장한 세계 어린이들이 
모여 만화를 통해 소통하고, 무한한 상상력과 표현력
을 자랑하며 축제를 즐기는 장이 될 예정이다.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예선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작품들 가운데 본선(만화캠프)에 선발된 어린
이 만화가들의 작품은 축제 기간 동안 어린이관에 별
도 전시될 예정이다.
  
• 전시명: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선정작전
• 일시: 2017. 7. 19.(수) ~ 7. 23.(일)
• 장소: 어린이관

•  Participants: 4~6th graders at primary schools in Korea and abroad (or Children 
at the age of 10~12)

•  Type of works: Creative comics with no designated subject/theme (3 pieces of 
works per person at the max)

• Period: March 13 (Mon.) ~ May 31 (Wed.), 2017 

Preliminary round of the contest was held online/offline to select participants 
for the final round  to be held during the 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
tival. During the preliminary contest from March 13 to May 31, 1,093 competent 
participants from 13 countries submitted diverse creative works with unlimited 
subjects/themes.  
As no subject/theme was designated to allow creative works in diverse themes, 
many bright and talented children submitted their creative works to show their 
thoughts and expressiveness.

• Period: July 21 (Fri) ~ 23 (Sun.), 2017
•  Venue: Korea Manhwa Museum,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ongsim Campus),  
Bucheon University 

• Events: Final round contest, comic workshop, webtoon class, cultural exchange  

Main Contest(Comics Camp) will be held for 3 days from July 21 to 23 at Korea 
Manhwa Museum,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ongsim Campus) and Bucheon 
University. 40 children from 7 countries (US, Vietnam, China, Kazakhstan, Canada, 
France and Korea) who were selected through the preliminary contest will partici-
pate in the event.   
At the Comics Camp, diverse events will be held, including the final round con-
test, comics workshop with comics artists, webtoon class, creation of joint work 
and cultural exchange. It is expected to be a festive event for children across the 
world, growing in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to communicate through comics 
and unleash their limitless imagination and expressiveness, while enjoying the 
festival.  

Among the comics works submitted online and offline to the preliminary contest 
contest for International Children Comics artist Awards, those making it to the 
main contest (Comics Camp) will be displayed separately at the Children’s Hall 
during the festival period.
  
• Exhibition Title: <International Children artist Awards> Exhibition
• Period: July 19 (Wed.) ~ 23 (Sun.), 2017
• Venue: Children’s Hall

예선 Preliminary Contest

본선(만화캠프) Main Contest (Comics Camp)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선정작전 <International Children Comics artist Awards>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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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더욱 특별한 이유! 국내 최초로 국
제 규모의 코스프레페스티벌이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열린다. 
해외 유명 코스플레이어들과 대한민국 최강의 코스플레이어들
이 국제코스프레챔피언십에서 펼치는 치열한 경연은 보는 눈을 
즐겁게 할 것이다. 코스프레를 주제로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
는 이벤트도 곳곳에서 열린다.

| 행사개요 | 
• 기간: 2017. 7. 22.(토) ~ 7. 23.(일)
•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역마루광장
• 내용:  해외 유명 코스플레이어들과국내 최강 코스플레이어들이 

경연하여 폐막식때 시상, 포즈쇼 부문, 퍼포먼스 부문으
로 나뉘어 경연대회 진행

• 총 상금: 1,500만원

| 대회일정 |
• 예선: 2017. 7. 22.(토) 포즈쇼부문13:00 퍼포먼스부문19:30
• 본선: 2017. 7. 23.(일) 포즈쇼부문11:00 퍼포먼스부문14:00

 One more event to make the 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even more special! The first global-level 
cosplay event in Korea will be held at Bucheon Interna-
tional Comics Festival. Famous cosplayers from overseas 
and the best cosplayers in Korea will gather together for 
fierce competition and provide a lot to enjoy for the audi-
ence. Also, diverse events will be held for citizens to join 
and enjoy together under the theme of cosplay. 

|�Event�Overview�|
• Period: July 22 (Sat.) ~ July 23 (Sun.), 2017
• Venue:  Korea Comics Museum, Maru Plaza at Bucheon 

Station 
•  Events: After contest participated by famous overseas 

cosplayersand the best cosplayersin Korea, winners will 
compete in the final contest in the category of Pause 
Show and Performance at the closing ceremony.

• Total prize money : 15 million won

|�Contest�Schedule�|
• Preliminary round: July 22 (Sat.), 2017 
• Final round: July 23 (Sun.) 2017 

국내 최초로 열리는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국제 코스프레 챔피언십

Gyeonggi International Cosplay Festival, the 
First Event of its Kind in Korea 

International Cosplay Championship 

행사소개 OVERVIEW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Gyeonggi International 
Cosplay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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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초청 코스플레이어 명단 | 
•  총 9개국 17명 참석 예정: 심사위원 2팀(3명), 본선 

경쟁팀 7팀(14명)

|�List�of�Overseas�Cosplayers�to�be�Invited�|
•  17 players from 9 countries to participate: 2 teams in judge panel 

(3 persons), 7 teams to compete in final contest (14 players)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

국적 
Nationality

이름 
Name

경력사항
Career

일본
Japan

후도 마히오 Fudo Mahio ACM, WCS 2017 일본 대표
Participating in ACM, WCS 2017, representing Japan마리코 야스 Mariko Yasu

대만
Taiwan

앤디, 추이 Andy, chui
WCS 2013, 2015 대만 대표
Participating in WCS 2013, 2015, representing Taiwan

필리핀
The Philippine

리우이 Liui
각종 국제코스프레 행사 심사위원 및 게스트 활동
Participating on various international cosplay events as judge and guest 

싱가포르
Singapore

조쿠미 Jokumi
WCS 2013, 2014 싱가포르 대표팀 / EOY 2012 코스프레 대사
Participating in WCS 2013, 2014, representing Singapore  
EOY 2012 Cosplay Ambassador 

태국
Thailand

재스퍼 지 JasperZ WCS 2008, 2009 태국 대표팀/2014 태국 코믹콘 수상 AFA 2016 태국 대표팀
Participating in WCS 2008, 2009, representing Thailand  
Winning 2014 Thailand ComicCon Award, Thailand national team at AFA 2016  랫폰 캄짓 Ratpon Kamjit

멕시코
Mexico

셰마 Shema Arroyo
WCS 2015 우승
Winning in WCS 2015  

러시아
Russia

케이트 스미노바 Kate Smirnova 2016 블리즈컨, LOL월드챔피언십
2016 BlizzCon, LOL World Championship 율리야 Georgievskaya Yuliya

인도네시아
Indonesia

존 스위치 John Switch WCS 2015 인도네시아 대표
Participating in WCS 2015, representing Indonesia 달마 세티아완 Dharma Setiawan

독일
Germany

치이사이 사쿠 ChiisaiSaku WCS 2013 독일 대표
Participating in WCS 2013, representing Germany패니 Fanny Schulze

※ 대회약자 Full Name of Events  
  - WCS: World Cosplay Summit
  - ECG: European Cosplay Gathering
  - EC: Euro Cosplay
  - CICAF: China International Cartoon & Animation Festival 
  - C4: Clara Cow's Cosplay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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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017. 7. 19.(수) ~ 8. 18.(금)
•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일대
• 내용:  축제기간에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업로드 심사 

종료 후 수상작 시상과 사진집 제작 및 배포 

• 일시: 2017. 7. 22(토) 17:30 ~ 19:00
• 장소: 부천역 마루광장 ~ 심곡 시민의 강
• 내용: 시민들과 함께하는 코스플레이어들의 퍼레이드 

• 기간: 2017. 7. 22.(토) ~ 7. 23.(일)
• 장소: 마켓전시관
• 내용:  서브컬쳐 전반에 걸친 물품(인형, 피규어, 코스프레 의상, 

코스프레 소품, 만화책 등) 플리마켓 

• Period: July 19 (Wed.) ~August 18 (Fri.), 2017
• Venue: Areas around Korea Comics Museum 
•  How to participate: Upload photos taken during the fes-
tival on builtin board online. Winners to be announced 
and awarded and photo albums to be distributed after 
evaluation 

• Time: July 22 (Sat.), 2017 17:30 ~ 19:00
• Venue:  Maru Plaza at Bucheon Station ~ Simgok Citi-

zens’ River 
• Event: Parade of cosplayers to enjoy with citizens  

• Period: July 22 (Sat.) ~ July 23 (Sun.) 2017
• Venue: Market Exhibition Hall 
•  Event: Flea market with goods and products across all 
sub-culture categories (dolls, figures, cosplay customs, 
cosplay accessaries, comic books, etc.) 

코스프레 촬영대회

코스프레 퍼레이드

서브컬처 플리마켓

International Cosplay Championship 

Cosplay Parade 

Sub-culture Flea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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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청년’을 주제로 7월 19일(수) 성대
한 막을 연다. 개막식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연극이 어우
러져 ‘원천 콘텐츠’ 만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20주년 특별 공연이 
펼쳐진다. 아울러 국내 최고 권위의 2017 부천만화대상 시상식 
등이 진행되며 개막식의 의의를 더한다.

폐막식에서는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GICOF), 대한민국창
작만화공모전,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시상식과 올해의 자원활동가
상, 행사스케치 영상 상영 등으로 축제의 감동을 함께 나눈다. 내
년 축제를 기약하며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 일시: 2017. 7. 19.(수) 16:00 ~ 17:00  ※리셉션 18:30
•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 
• 행사내용: 개막공연, 부천만화대상 시상식, 개막선언

- 행사장 입장 (15:30 ~ 16:00)
 : 사인월 작성, 포토월 기념 촬영
- 공식행사 (16:00 ~ 17:00)
 :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연극이 어우러진 개막공연

• 일시: 2017. 7. 23.(일) 17:00 ~ 18:00  ※리셉션 19:00
•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
• 행사 내용: 각종 시상식, 행사스케치 영상 상영, 폐막선언

The grand opening ceremony of the 20th Bucheon Inter-
national Comics Festival (BICOF) will be held on Wednes-
day, July 19, under the theme of “Youth.” Our 20th anni-
versary celebration opening performance will showcase 
the might of Comics, marrying together its “original 
content” in animation, film, and drama. Rounding off 
the opening declaration will be the awarding of Korea’s 
most prestigious comics prize, the 2017 Bucheon Comics 
Awards ceremony.

The closing ceremony will be accompanied by other 
awards ceremonies, including the Gyeonggi Internation-
al Cosplay Festival, the Korea Creative Comics Competi-
tion, the Korean Student Comics Awards, and the Volun-
teers Awards. A highlights film will also be screened to 
reprise the festival’s more memorable moments. As the 
20th BICOF comes to an end, everyone will promise to 
see each other again next year!. 

• Date: July 19 (Wed.), 2017 16:00 ~ 17:00 
               *Reception: 18:30
• Venue: Animation Theater, Korea Manhwa Museum
• Program:  Opening performance, Bucheon Comics Awards Cere-

mony, Opening declaration 
- Admission (15:30 ~ 16:00)
  :  Autograph wall event, Commemorative photograph wall 

event 
- Official event (16:00 ~ 17:00)
  :  Opening performance, a combination of comics, anima-

tions, films, and plays

• Date: July 23 (Sun.), 2017  17:00 ~ 18:00 *Reception: 18:30
• Venue: Animation Theater, Korea Manhwa Museum
• Program:  Award ceremonies, Highlight film screening, Closing 

declaration

 ‘스무살 청년’ 부천국제만화축제, 
그 화려한 개막!

2018년, 
제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를 기약한다!

“Twenty Years Youth”. The Grand Opening of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What’s Next? 21st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in 2018!

공식행사 OFFICIAL EVENT

개·폐막식 Opening & Clos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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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2017. 7. 19.(수)~7. 23.(일)
• 장소:  (드로잉 콘서트)마켓전시관 (만화가 사인회)마켓전시관 

및 어린이관
•  내용: 석정현, 김동호 및 크레이그 톰슨(미국), 니콜라스 네미리

(프랑스) 등 국내외 유명 만화가가 참여하는 드로잉 콘서트
• 세부내용

• 일정: 2017. 7. 19.(수) ~ 7. 23.(일)
• 장소: 만화마켓관
• 내용: 인기 절정의 만화가 사인회 및 
           홍보대사 포토타임 등
• 세부내용

• Date: July 19 (Wed.) ~ 23(Sun.) 2017
• Venue: Market Exhibition Hall
•  Present: Drawing performance by Korean and international 

Cartoonists including Suk Jeonghyun, Kim Dongho, Craig Thompson 
(U.S.A.), and Nicolas Nemiri (France) 

• Schedule

• Date: July 19 (Wed.) ~ 23(Sun) 2017
• Venue: Comics Market Hall
•  Event: Top cartoonists autograph event,  

photograph with honorary ambassador
• Schedule

드로잉콘서트

만화가 사인회

Drawing Concert

Autograph Session

참여행사 PARTICIPATORY EVENT

드로잉 콘서트
만화가사인회

Drawing Concert
Autograph Session

공식행사/참여행사

작가명 Name 주요작품 Work 운영일시 Date 비고 Note

석정현 Suk Jeonghyun 석가의 해부학 노트 Anatomy Note 20(목/Thur)15:00~18:00 사인회 진행여부 미정 Schedule unfixed

니콜라스 네미리 Nicolas Nemiri 네미리 북 Nemiri Book 21(금/Fri) 15:00~18:00 사인회(16:30부터) 진행 Schedule starts 16:30

김동호 Kim Dong-ho 놈들이 온다 Bastards are coming 22(토/Sat) 13:00~16:00 사인회(14:30 부터) 진행 Schedule starts 14:30

크레이그 톰슨 Craig Thompson 담요, 하비비 Blankets, Habibi 23(일/Sun) 15:00~18:00 사인회(16:30부터) 진행 Schedule starts 16:30

작가명 Name 주요작품 Work 행사성격 Date 운영일시 Date

신일숙 Shin Ilsuk 카야, 리니지 Kaya, Lineage 사인회 Autograph 19(수/(Wed) 11:00~12:00

늉비 Nyungbi Doll 체인지 Doll change 사인회 Autograph 20(목/Thur) 10:30~11:30

서정은 Seo Jeongeun 메이플스토리 Maple Story 사인회 Autograph 20(목/Thur) 16:00~17:00

마일로 Milo
여탕보고서, 극한견주 
Women's Sauna Report

사인회 Autograph 21(금/Fri) 11:00~12:00

박용제 Park Yongjae
갓 오브 하이스쿨
 God of Highschool

사인회 Autograph 20(금/Fri) 16:00~17:00

김동호 Kim Dongho
놈들이 온다 
Bastards are coming

드로잉 콘서트(사인회) 

Drawing Concert (Autograph)
22(토/Sat) 14:30~15:30

크레이그 톰슨 
Craig Thompson

담요, 하비비 
Blankets, Habibi

드로잉 콘서트(사인회)

Drawing Concert (Autograph)
23(일/Sun)  16:30~17:30

박경란 
Park Gyongran

이미테이션 
Imitation

기업 사인회(씨앤씨레볼루션社)

Corporate demonstration (C&C Solutions)
22(토/Sat) 12:00~13:00

이나래 
Lee Narae

허니블러드 
Honey Blood

기업 사인회(씨앤씨레볼루션社)

Corporate demonstration (C&C Solutions)
23(일/Sun) 12:00~13:00

이종범 
Lee Jongbum

닥터 프로스트 
Doctor Frost

기업 사인회(휴이온社, 사인회)

Corporate demonstration (Huion, Autograph)
22(토/Sat) 17:30~18:30

에키홀릭 
EKIHOLIC

축제홍보대상 Festivalam
포토타임 

Photo Time
19(수/Wed) 17:00~18:00



BICOF 2017

114

• 일시: 2017. 7. 19. (수) 13:00 ~ 15:00
• 장소: 마켓전시관 메인무대
• 참여작가:  앙꼬(나쁜 친구), 마일로(여탕보고서), 이슬아(숏

컷), 박현수(라이징 패스트볼)
•  내용: 이 시대 청년 만화가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떤 미래

를 꿈꾸며 살아가는지, 출판만화와 온라인 만화 공간에서 왕
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4인의 청년작가를 만나보자.  

• 일시: 2017. 7. 20. (목) 13:00 ~ 15:00
• 장소: 마켓전시관 메인무대
• 참여작가: 미국 시사만화가협회 회장 팻 배글리(Pat Bagley)
   - <솔트레이크 트리뷴 Salt Lake Tribune>지 시사만화가
•  내용: 국내는 지면의 축소, 국외는 시사만화가에 대한 테러 

등으로 시사만화계는 글로벌한 위기 상황이다. 이를 바라보
는 미국 시사만화가의 진단과 전망을 들어본다. 

• 일시: 2017. 7. 21. (금) 13:00 ~ 15:00
• 장소: 마켓전시관 메인무대
• 참여작가: 한·벨 만화교류전 참여 작가
•  내용: 한국과 벨기에의 만화가들이 거의 지구 반 바퀴를 돌아 

한자리에 함께한다. 만화라는 공통분모로 뭉친 작가들이 바
라보는 양국의 청년 문화/만화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 일시: 2017. 7. 22.(토) 16:00~18:00
•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
• 참여작가: 마인드C(윌유메리미), 미티(야부리맨), 신태훈(놓지
마 정신줄)
•  내용: 인기 웹툰작가 3인과 함께하는 만화 토크 콘서트, 스무

살, 만화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독자 공감 개그 토크쇼.

• Time : July 19, 2017 (Wed.) 13:00 ~ 15:00
• Venue : Main stage in Market Exhibition Hall 
•  Participating cartoonists : Ancco (Bad Friend), Milo (Women’s Sauna Re-
port), Lee Sul-ah (Short Cut), Park Hyun-soo (Rising Fast Ball)

•  Contents : What the young cartoonists of these days have in mind and 
what does the future look like they are dreaming about? Meet and listen 
to the answers from 4 young cartoonists who are actively working in the 
field through published comic books or online community.   

• Time : July 20, 2017 (Thur.) 13:00 ~ 15:00
• Venue : Main stage in Market Exhibition Hall 
•  Guest cartoonist : Pat Bagley, head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Edito-
rial Cartoonists (Editorial Cartoonist of <Salt Lake Tribune>)

•  Contents : Editorial cartoon is going through turbulent time across the 
globe, due to reduced presence in Korea and terror attacks against edito-
rial cartoonists overseas. Meet a US editorial cartoonist and listen to his 
view and outlook.   

• Time : July 21 (Fri.) 2017 13:00 ~ 15:00
• Venue : Main stage in Market Exhibition Hall
•  Guest cartoonists : Cartoonists participating in Korea-Belgium Comics 
Exchange  

•  Contents : Cartoonists in Korea and Belgium flew halfway across the 
world to meet with each. What do they see and learn from the youth cul-
ture/comics culture of each country, as cartoonists, having something in 
common.   

• Time : July 21 (Fri.) 2017 13:00 ~ 15:00
• Venue : Main stage in Market Exhibition Hall
•  Guest cartoonists : Cartoonists participating in Korea-Belgium Comics 
Exchange  

•  Contents : Cartoonists in Korea and Belgium flew halfway across the 
world to meet with each. What do they see and learn from the youth cul-
ture/comics culture of each country, as cartoonists, having something in 
common.   

만화가 Talk 1
4인의 청년 만화가들이 말하는 ‘청년’

만화가 Talk 2
미국 시사만화가, 한국 독자를 만나다

만화가 Talk 3
한·벨만화가 부천에 오다

스물, X탕에 빠지다 
- 인기 웹툰 작가 토크쇼

Cartoonist Talk 1: 4 young cartoonists talk about the 
‘Youth’ 

Cartoonist Talk 2: Editorial cartoonist from US meets 
with Korean audience 

Cartoonist Talk 3 
Korea/Belgium Cartoonists’ Visit to Bucheon 

Twenty, Falling into X Something
- Talk Show with Popular Webtoon Cartoonists 

참여행사 PARTICIPATORY EVENT

만화가 Talk Cartoonist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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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017. 7. 19.(수) ~ 7. 21.(금)
•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2층 체험교육실
• 내용: 현업 만화가에게 듣는 생생한 진로체험
• 세부내용

• 기간: 2017. 7. 20.(목) 13:30 ~ 15:30
•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
•  내용: <생활의 참견> 김양수 작가와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멘

토링

• Time: July 19 (Wed.) ~ July 21 (Fri.), 2017
• Venue: Experience Class, 2nd floor at Korea Comics Museum 
•  Contents: Career experiences stories of cartoonists currently working in 
the field 

• Time: July 20 (Thur.) 2017 13:30 ~ 15:30
• Venue : Theater at Korea Comics Museum 
•  Contents: <Career mentoring for the youth by Kim Yang-soo, cartoonist 
creating <Intervention of Life>

진로체험

KB 국민은행 청소년 진로멘토링 
<꿈꾸는 대로>

Career Experience 

KB Kookmin Bank Youth Career Mentoring  
<As You Wish>

참여행사 PARTICIPATORY EVENT

공식행사/참여행사

강사 Speaker 대상 및 시간 Target & Time 주요 내용 Contents

임덕영(만화가) 
Lim Dukyoung

어린이 Child (14:00~15:30)
만화가와 함께하는 축제 어린이관 체험하기: <미션키트맨> 임덕영 작가(어린이관 큐레

이터)Kid Zone Tour with Cartoonist <Mission Kitman>
이시현(만화가) 
Lee Sihyun

청소년 Young Adults (16:00~17:30)
순정만화 창작 25년을 통해 본 웹툰작가 진로탐색: <엑토플라즘> 이시현 작가

Romance Comics 25 Years <Ectoplasm> 

• 일시: 2017. 7. 22.(토) 11:00 ~ 13:00 
• 장소: 전철 1호선 의정부역-송내역 
※정차역:  의정부-노량진-대방-영등포-구로-온수
•  내용: 만화가토크쇼, 캐리커쳐 그려주기, 코스어들과의 사

진촬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 만화축제 만을 위한 관
광 만화열차! 관광열차 탑승하고 SNS에 올리면 축제 무료
관람의 기회까지!

• Time: July 22 (Sat.) 2017 11:00 ~ 13:00 
•  Venue: From Euijeongbu Station to Songnae Station, Subway Line No. 1 
  ※  Stations to Stop at : Euijeongbu, Noryangjin, Daebang, Yeongdeung-

po, Guro, Onsu 
•  Contents: Comics Tour Train, exclusively designed for the Comics Festi-
val with diverse events, including talk show with cartoonists, caricature 
drawing, photo shooting with people taking the course ! Free ticket 
for the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for those who take photos on the 
train and upload on SNS!

만화축제 관광열차 Comics Festival Tour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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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017. 7. 19.(수) ~ 7. 23.(일) 
• 장소: 축제장 전역
•  내용: ‘축제 핫스팟’ 4군데의 장소에서 스탬프 도장을 받아 완성

하면 경품증정!(마켓전시관, 어린이관, 박물관 1, 3층 전시실)

• 일정: 2017. 7. 19.(수) ~ 7. 23.(일) 11:00 ~ 17:00 
•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노천극장
• 내용: 버스킹 라이브 공연, 댄스, 생활예술 공연 

• 일시: 2017. 7. 22.(토) 11:00 ~ 12:00
•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
•  내용: 국내 최정상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명작 

애니메이션 OST

• Date: July 19 (Wed.) ~ 23(Sun.) 2017 10:00 ~ 18:00
• Venue: Stamp spots 
•  Program: Visit four spots (Market Exhibition Hall, Children’s Hall, and 
Exhibition Hall at first and third floor of Museum) to collect stamps and 
win the gift! 

• Date: July 19 (Wed.) ~ 23(Sun.) 2017 11:00 ~ 17:00
• Venue: Open Air Theater, Korea Manhwa Museum
• Programs:  Busking, instrument playing, dancing, and other perfor-

mances

• Date: July 22(Sat.), 2017 11:00 ~ 12:00
• Venue: Animation Theater, Korea Manhwa Museum
•  Program: Famous cartoon original sound tracks played by the Bucheon 
Philharmonic Orchestra

스탬프 투어

BICOF 프린지 공연

만화 OST 콘서트

Stamp Tour

BICOF Fringe Programs 

Cartoon OST Concert 

참여행사 PARTICIPATORY EVENT

• 기간: 2017. 7. 19.(수) ~ 7. 21.(금)
• 장소: 비즈니스센터 502호 교육실
•  내용: BICOF 전시 관람 및 토론을 통한 만화의 이해
• 세부내용

• Time: July 19 (Wed.) ~ July 21 (Fri.), 2017
• Venue : Room 502, Business Center 
•  Contents: Understanding comics, looking around and having discussion 
over BICOF exhibition  

• Detailed Contents 

Bicof 전시읽기 Bicof Exhibition Docent 

강사 Speaker 대상 및 시간 Target & Time 주요 내용 Contents

백정숙(만화평론가)
Baek Jungsuk
(Comics Critic)

성인 Adults (13:00~14:30) 7. 19.(수/Wed) <나쁜친구 Bad Friend> 展

청소년 Young Adults 
(15:00~16:30)

7. 20.(목/Thur) <청년, 빛나는 Golden Youth> 展

7. 21.(금/Fri) <여탕보고서 Women's Sauna Report> 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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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축제 속 나눔 실천 캠페인

‘드로잉 콘서트’, ‘만화 OST 콘서트’와 
함께하는 나눔 기부활동 

Support ‘Youth’s Dream’! 
Enjoy Festival & Sharing with Others 

‘Drawing Concert’, Donations with 
‘Cartoon OST Concert’

나눔플러스 BICOF
SHARING+ BICOF

일상 속 나눔 실천과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제
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의 프로그램과 연
계한 나눔 활동입니다. ‘청년’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
번 축제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보다 쉽고 재미있게 
기부에 동참하는 나눔 실천 캠페인으로, 보건복지
부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4인의 국내외 만화가들이 청년을 주제로 펼치는 
‘드로잉 콘서트’와 만화 주제가를 오케스트라로 
접 할 수 있는 ‘만화 OST 콘서트’ 현장에서 진행
되는 기부캠페인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청년작가 및 청년층에 기
부금 지원

Sharing+, one of the concurrent events of the 20th BICOF, 
seeks to remind people of the spirit of sharing and of a 
culture of donation in their daily life. As an extension to 
this year’s theme of ‘Youth,’ this campaign will provide 
pointers anyone interested in sharing and donation. It is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This fundraising event consists of two programs four 
distinguished Korean and foreign cartoonists will cre-
ate an original drawing relating to "Youth," and the Bu-
cheon Philharmonic Orchestra will play selections from 
famous cartoon original sound tracks.

-  Financial support to deprived young artists and car-
too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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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나는 예비 만화가를 
위한 BICOF

Meet BICOF online 
for future cartoonists!

온라인 BICOF
Online BICOF

내일은 만화가, 이달의 만화짱!
유치부 ~ 성인까지 연령대별로 참여할 수 있는 만
화공모전으로 7월 오프라인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매월 참여가능!!

• 기간 : 2017. 6. 28. ~ 12. 31. (월 1회) 
• 대상 : 유치부 ~ 성인
•  참여방법 : 축제 홈페이지 내 ‘온라인 BICOF’에서 

‘이달의 만화짱’ 참여

www.bicof.com

Cartoonist-to-be, best carton of the month!
Comics contest open for diverse age groups from pre-
schoolers to adults Open every month online even after 
July when the offline festival ends!!

• Time : June 28 ~ December 31, 2017 (once a month) 
• Participants : Preschoolers ~ adults 
•  How to participate : Click ‘The Best Carton of the Month’ 
on ‘Online BICOF’ on the website of the festival. 

나눔플러스/온라인 BIC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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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천만화대상

한국만화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온오프라인 만화출판 장려
를 통한 한국만화산업 발전을 꾀하고자 2004년 첫 회를 시작으
로 올해로 14회째 ‘부천만화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제14회 부천만화대상은 온오프라인에서 발표된 만화와 웹툰 작
품 중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완결된 작품을 
대상으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학술평론 부분은 만화관련 연구 및 
평론, 비평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부천시민상은 부천시민
과 만화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투표를 선정하였다. 선정과
정은 후보작품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각 부문 후보작품을 선정한 
후 선정위원회(위원장 박시백)의 심사를 거쳐 최종 부천만화대상 
수상작품들을 선정했다.
이 과정을 통해 ‘미역의 효능’ 작가의 <아 지갑놓고 나왔다>가 부
천만화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 지갑놓고나왔다>는 교통사고로 죽은 딸 노루와 홀로 남겨진 미혼모 선희의 이
야기이다. 성폭력, 낙태, 미혼모 등의 쉽지 않은 주제들을 <아 지갑놓고나왔다>는 점
과 선으로 이루어진 담백한 그림에 때로는 대화, 때로는 독백의 글을 더해 어디에서
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소름 돋게 현실적으로 풀어낸다. 더불어 선희가 노루와의 
만남과 이별을 통해 아픔과 고립을 벗어나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연재 기간 내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선희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고백과 응원으로 이
어졌다.

<Oh I Forgot My Wallet> is a story of a single mother Sunhee and her daughter Noru who died in car 
accident.  The story contains many topics as sexual violence, abortions and unwed mothers can be 
found in simple drawing but shows a message that has not be seen from anywhere else. In addition 
through the meeting and separation between Sunhee and Noru, and the process which Sunhee 
finds herself from isolation and pain. The process itself took a sympathy from other Sunhee, the 
reader, and the work itself was loved by many people.

미역의 효능 작가
대학에서 사회학과 심리학을 공부했다. 
다음카카오에서 2015년 3월부터 
연재하여 2017년 6월까지 연재한 <아 
지갑놓고 나왔다>가 데뷔작이다. 현재 
본인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Author, Benefits of Seaweed
The author studied Sociology 
and Psychology and debuted 
from Daum Kakao between March 
2015 and June 2017. Currently 
the author is preparing for the 
next work based on one’s real 
experience. 

The Bucheon Comics Awards was first started on 2004, 
and for 14 years it has been encouraging Korean comic 
artists. Its aim was to develop Korean comic industry as 
well as to grand online and offline comics publication. 
 14th Bucheon Comics Awards has selected its comics 
and webtoons nominees which were completed be-
tween June 1st 2016 and May 31st 2017. Also Bucheon 
Citizens Comics Award were selected by Bucheon cit-
izens and comic readers via on and offline vote. The 
selection process was done firstly by candidate support 
committee (selecting candidates from each categories), 
then final selection was done by selection committee 
(Si-baek Park,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Finally this year’s award winner is <Oh I Forgot My Wal-
let.>, written by the author ‘Benefits of seaweed.’

부천만화대상 소개 Introduction of Bucheon Comics Awards

수상작품 소개 Introduction of award winning works

<아 지갑놓고나왔다 / Oh I Forgot My Wallet> 

2017 
제14회 부천만화대상

2017 
14th Bucheon Comics Awards

구분 수상작 작가

대상 Grand Award 아 지갑놓고 나왔다 Oh I Forgot My Wallet 미역의효능 Benefits of seaweed

어린이만화상 Children’s Comics Award 소년의 마음 Heard of a Boy 소복이 Sobok-e

해외작품상 Overseas Comics Award 피카소 Picasso
쥘리 비르망, 클레망 우브르리

Julie Birmant / Clement Oubrerie

부천시민만화상 Bucheon Citizens Comics Award 치즈인더트랩 Cheese in the Trap 순끼 Soonkki

학술평론상 Academic Review Award
전쟁속의 만화, 만화 속의 냉전 
Comics in the battle, cold war in the comics

백정숙 Baek Jung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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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거나 두려울 때 소년은 그림을 그린다. 방이 없는 소년은 홀로 거실에서 지낸다. 
소년의 유일한 친구는 그림이다. 깜깜한 밤이 찾아오면 소년은 무서움에 빠진다. 새
를 아무리 그려도 밤이 사라지지 않는 걸 보니, 밤은 죽음과 닮았다고 소년은 생각한
다. 밤과 죽음은 그림으로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존재다. 가장 사랑하는 할
머니가 갑자기 죽은 것처럼, 소년은 가족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버릴까 봐 두렵다. 그
런 소년 앞에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물고기를 그렸더니 거실이 온통 바닷물로 차오
르는 것이다. 소년은 책상을 배 삼아 창문 밖 세상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소년은 그토
록 그리워하던 할머니를 만난다.

피카소의 역동적인 삶과 만화적 상상력의 환상적인 결합
이 작품은 19세에 처음으로 파리에 도착한 피카소의 모습부터 「아비뇽의 처녀들」
을 완성한 시기까지 7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그래픽노블이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 
페르낭드의 회상으로 펼쳐지는 이 이야기 속의 피카소는 우리가 알고 있던, 혹은 상
상했던 천재 화가의 이미지와는 달리 너무나 순수하고 평범하다. 가난한 삶 속에서
도 끈끈한 우정으로 이어졌던 두 시인 기욤 폴리네르와 막스 자코브와의 일상들이 
코믹하게 나타났고, 화자인 페르낭드의 시선이기 때문에 더 알 수 있는 사랑과 예술 
사이에서 뜨거운 <한 남자>로서의 매력까지 더해진다. 
또한, 중간 중간에 그 시대의 화가들의 작품이 능청스럽게 삽입되어 있어 독자들에
게 또 다른 즐거움을 줄 것이다. 

When feeling lonely or afraid, the boy draws pictures. A boy without a room alone lives alone in the 
living room. His only friend is a picture. He gets horrified when sun goes down. He thinks darkness 
is like a death because drawing a bird does not help getting the darkness away. The dark and death 
are horrifying existences to him. He is afraid of his family leaving him like his loving grandmother did 
by sudden death. A strange thing happens when he drew a fish, the living room filled up with water. 
The boy uses his table as a boat and goes out the window – to the world. And there, he meets his 
grandmother whom he missed so much.

The fantastic combination of Picasso’s dynamic life and comical imagination. It is a graphic novel of 
seven-years-long story from 19th century, when Picasso just got into Paris, and until 「Les Forties 
d'Avignon d'Avignon」. The image of Picasso shown in the novel, especially the recollection of his 
love Fernand is pure and normal unlike the image we imagined - the genius painter. Everyday life 
episodes of two poets, Guillaume Poliner and Max Jacobs, although they were living in a poor envi-
ronment, their daily episodes are expressed in a comical way. 
Also the story teller is Fernand, the charming point as a ‘man’ is also expressed in the novel.

소복이 작가
남동생과 싸우지 않는다. 싸우면 그날은 
힘들더라도 다음 날엔 먼저 전화한다. 
그런 누나가 되고 싶어하며 그림 그리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만화가다. 
<시간이 좀 걸리는 두 번째 비법>, 
<우주의 정신과 삶의 의미>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쥘리 비르망 글 작가
시나리오 작가. 1974년 1월 8일 출생. 
첫 그래픽노블은 카트린 뫼리스가 
그림을 그린 <재밌는 여자들Drôles de 
femmes>(2010)이다. 일러스트레이터 
클레망 우브르리와는 피카소의 청년 
시절을 다룬 <피카소Pablo>(2012 ~ 
2014)에서 처음으로 함께 작업했다. 

클레망 우브르리 그림 작가
만화가. 1966년 12월 23일 출생. 
파리 페닝겐 그래픽 학교 ESAG에서 
그래픽을 공부했다. 미국에서 첫 
아동 도서를 출간했다. 2005년 
출간한 첫 그래픽노블은 마르게리트 
아부에가 글을 쓴 <요푸공의 
아야Aya de Yopougon>로 2006년 
앙굴렘국제만화축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쥘리 비르망과 전설적인 현대 
무용가 이사도라 덩컨의 비극적인 삶을 
다룬 2부작 <이사도라 덩컨>(2015)을 
함께 작업했다.

Author, Sobok-e 
She does not fight with her 
brother. When she does, she calls 
him the next day.. she wants to 
become one, one-day. She loves 
drawing more than anything in the 
world. She has published <Second 
method>, <The meaning of the 
universe and the world.>

 Author (Drawing) Clement Oubrerie
 A comic author born in December 23rd 1966. The author studied 
graphics at the Peningen Graphics School in Paningen, Paris. 
First children’s book was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America. 
The first graphic novel <Aya de Yopougon>, published in 2005 
by was awarded to the Angoulem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Also worked <Isadora Duncan>(2015), the tragic life of legendary 
Isadora Duncan. 

Author (Writing) Julie Birmant 
 A scenario writer, born in 
January 8th 1974. The author’s 
first graphic novel was 「Droles 
de femmes」(2010) and it was 
second time working with Clement 
Oubrerie, they worked 「Pablo」 
(2012~2014), the youth of Pablo. 

<피카소 / Picasso>

<소년의 마음 / Heard of a Boy>

2017 
제14회 부천만화대상

2017 
14th Bucheon Comics Awards



DIRECTORY

123

2010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이버에서 연재된 웹툰으로 누적 11억 뷰를 자랑
하는 네이버의 대표 웹툰이다. 캠퍼스, 심리, 로맨스, 드라마, 코미디, 미스터리, 옴므
파탈 심지어 사이코까지. 하나의 만화에 이렇게 많은 단어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작
품은 좀처럼 만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모든 분야가 <치즈 인 더 트랩> 안에 녹아
있다.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고난도 연출과 치밀한 계산에 의해 흘러나오는 대사, 
그리고 유연하게 만들어지는 각가지의 상황이 어우러지면서 수많은 독자, 특히 여성
팬들을 확보하한 작품으로 2014년 오늘의 우리만화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2016
년 tvN에서 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하였다

물자가 귀하던 1951년과 1952년, 교과서나 참고서보다 출판 종수가 많았던 만화. 한국전쟁이 한창
이던 그 시절에 왜 만화 출판이 증가한 것인가. 한국전쟁기의 만화는 오늘의 현대만화에 이르기까지 
만화작가와 만화문화, 유통과 소비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시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전
쟁기 만화의 작가들과 작품들을 연구하였다.

It has been publish serially from July 2010 to March 2017 with boosting a cumulative 11.1 billion 
views – it has everything, campus, romance, drama, comedy, mystery, homme fatale and psycho-
analysis. It was selected as ‘Today’s webtoon’ in 2014 and view on tvN on 2016. 

In 1951 and 1952, the publishings were a lot more than text books and during the cold war, and 
wonder why comics were popular then? The comic published during Korean War was the start line 
and through comic authors, culture of comics were still passed on. Thus it is the analysed work of 
authors and publications made during the war.

순끼 작가
건국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부터 데뷔작 <치즈 인 
더 트랩>을 연재하였다. <치즈 인 더 
트랩>으로 2010년, 2011년 연속으로 
독자만화대상 온라인 부문 2위, 2012년 
알라딘 최고의 만화 베스트 웹툰 2위 
그리고 2014년 오늘의 우리만화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백정숙 연구자
1989년 만화스토리를 쓰기 위해 
만화계에 입문. ‘우리만화발전을위한 
연대모임’ 창단멤버로 한국만화문화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며 
월북만화가 정현웅에 대한 연구와 
방정환이 창간한 잡지《어린이》수록된 
만화의 연구, 원로작가들의 구술채록 
등 한국 만화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사)우리만화연대 사무국장과 
부회장직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Author Soonkki
 The author graduated Video 
& Animation from Kon Kuk 
University, and started publishing 
<Cheese in the Trap> in 2010, and 
it has been selected as second 
place in  ‘Readers’ Comic Award 
– online’, twice in a row and won 
many prizes too.

Researcher, Baek Jung Suk
 The researcher got in contact with 
comic-world to write a comic story 
in 1989. She is the start member 
of ‘A joint gathering for the 
development of our cartoons’ and 
did various activiti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Korean Comic 
culture. Currently she  is the head 
of the comics joint.

<전쟁 속의 만화, 만화 속의 냉전 Comics in the battle, cold war in the comics?>

<치즈 인 더 트랩 Cheese in the Trap>

2017 부천만화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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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연도 부문 작품명 수상자

14 2017

대상 아 지갑놓고나왔다 미역의 효능
어린이만화상 소년의 마음 소복이

해외작품상 피카소
쥘리 비르망,

클레망 우브르리
학술평론상 전쟁 속의 만화, 만화 속의 냉전 백정숙
부천시민만화상 치즈인더트랩 순끼

13 2016

대상 여탕보고서 마일로(박지수)
어린이만화상 내 친구 마로 김홍모
해외만화상 목소리의 형태 오이마 요시토키
학술평론상 해당작 없음 -
부천시민만화상 여탕보고서 마일로

12 2015

대상 인천상륙작전 윤태호
어린이만화상 미운 아기 오리 뿡쉬 김지연/한나빵
해외만화상 7층 오사 게렌발
학술평론상 만화가 담아내는 세상 김낙호
부천시민만화상 아만자 김보통

11
2014

대상 짐승의 시간 박건웅
우수만화상 미생 :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윤태호
우수만화상 선천적 얼간이들 가스파드
어린이만화상 꽃반지 탁영호
해외작품상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마스다 미리
학술평론상 김용환의 일본에서의 작품활동 연구 김소원

10 2013

대상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박시백
우수만화상 정가네소사 정용연
우수만화상 나는 99%다 박순찬
어린이만화상 아팔레스타인 원혜진
해외작품상 체르노빌의 봄 엠마뉘엘 르파주
학술평론상 1920년대 매체의 대중화와 만화 서은영

9 2012

대상 피터히스토리아 송동근
이야기만화상 목욕의 신 하일권
어린이만화상 으랏차차 삼국유사 김진태
카툰상 올라치꼬스 조훈
특별상 하로동선 조관제
해외작가상 아베 야로

8 2011

대상 울기엔 좀 애매한 최규석
이야기만화상 신과 함께_저승편 주호민
어린이만화상 영산강 아이들 최신오
카툰상 박기소의 아이디어 박기소
공로상 　- 김동화
특별상 　- 故김지은
기획상 　- 아트림미디어
해외작가상 장자끄상빼

7 2010

대상 마틴 앤 존 박희정
우수만화상-일반 내가 살던 용산 김성희 외 5인
우수만화상-뉴미디어 무림수사대 이충호
어린이만화상 두근두근탐험대 김홍모
카툰상 사이로의 simple art 꿈꾸는 선 사이로
해외작가상 다니구치 지로

회차 연도 부문 작품명 수상자

6 2009

대상 태일이 최호철
우수만화상 뭐 없나? 마영신
어린이만화상 식물탐정완두,우리동네범인을 찾아라 황경택
카툰상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엎어컷
기획상 피부색깔=꿀색 전정식
웹툰상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양우석, 풍경
해외작가상 밀로 마나라

5 2008

대상 악동이 이희재
어린이만화상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내친구 똥퍼 이은홍
청소년만화상 입시명문 사립 정글고등학교 김규삼
일반만화상 이끼 윤태호

카툰상
JI,HUYNGON from Possibility 
to  Actuality

지현곤

기획상 을지로 순환선 거북이북스
해외작가상 미즈키 시게루

4 2007

대상 빨간 자전거 김동화
어린이만화상 우리나라 삼한지 동네스케치
청소년만화상 푸르츠 김의정
일반만화상 노근리이야기 박건웅
카툰상 시사SF 조남준
기획부문 특별상 Erotic 거북이북스
해외작가상 치바 데쓰야

3 2006

대상 그린빌에서 만나요 유시진
어린이만화상 삼신할머니는 아기배달부 김병수
청소년만화상 슈팅 코리아 전세훈
일반만화상 다세포 소녀 B급달궁
카툰상 올드독 정우열
기획부문 특별상 크래커 애니북스

2 2005

대상 아파트 강풀
어린이만화상 만화21세기 키워드 홍승우
청소년만화상 휴머니멀 박순구
일반만화상 호텔 캘리포니아 김진태
카툰상 날개달린 물고기 강일구
기획부문 특별상 안수철의 만화애니메이션 도서출판 청년사

1 2004

대상 식객 허영만
어린이만화상 짱뚱이 아빠 신영식
청소년만화상 힙합 김수용
일반만화상 순정만화 강도영
카툰상 사이로 여행기 사이로
기획부문 특별상 탁선생의 강의노트 황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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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Type Prize-winning work Author

2017

Grand Award Oh I Forgot My Wallet Benefits of seaweed

Children’s Comics Award Heard of a Boy Sobok-e

Overseas Comics Award Picasso Julie Birmant 
Clement Oubrerie

Academic Review Award Comics in the battle, 
cold war in the comics Jung-Sook Baek

Bucheon Citizens Comics 
Award Cheese in the Trap Soonkki

2016

Grand Award Women's Sauna Report Milo

Children’s Comics Award My friend Maro Hong-Mo Kim

Overseas Comics Award A Silent Voice Ooima Yoshitoki

Academic Review Award - -
Bucheon Citizens Comics 
Award Women's Sauna Report Milo

2015

Grand Award Incheon Landing Yoon Tae Ho

Children’s Comics Award The Ugly Duckling Kim Ji-yeon / Hannah 
bbang

Overseas Comics Award 7th floor Ossa Gerenberg

Academic Review Award The world of comic strips Kim Nakho
Bucheon Citizens 
Comics Award Anmanza Kim Botong

2014

Grand Award The hour of the beast Park Gunwoong

Best Comic Award Misaeng Yoon Taeho

Best Comic Award Congenital disciples Gaspard

Children’s Comics Award A flower ring Tak Youngho

Overseas Comics Award Is it okay now? Masuda Miri

Academic Review Award A Study on the works of Kim 
Yong-hwan in Japan Kim Sowon

2013

Grand Award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Park Sibaek

Best Comic Award Jeong Ga In Sosa Jung Yongyeon

Best Comic Award 99% Park Soonchan

Children’s Comics Award Apalestane Won Hyejin

Overseas Comics Award Chernobyl Spring Emmanuel Lápage

Academic Review Award Media Generalization and 
Comics in 1920s Seo Eunyoung

2012

Grand Award Peter Historia Song Dongkeun

Story telling Award The god of bathing Ha Ilkwon

Children’s Comics Award Samguk Temple Kim Jintae

Cartoon Award Olachi Kos Cho Hoon

Speical Award Haro Line Cho Kwanjae

Overseas Comics Award Abe Yaro

2011

Grand Award Blood-sleeve Choi Kyusuk

Story telling Award Along with God Joo Homin

Children’s Comics Award Yeongsan Children's Middle 
School Choi Shinoh

Cartoon Award The idea of extinction. Park Kiso

Speical Award 　- Kim Dongwha

Speical Award 　- 故 Kim Jieun

Strateic Award 　- Artlim Media

Overseas Comics Award Jean Jacques Sempé

2010

Grand Award Martin & John Park Heejung

Best Comic Award Yongsan where I lived Kim Sunghee
Best Comic Award 
(New Media) Forest ranger Lee Choongho

Children’s Comics Award Dongbaekki Campaign Team Kim Hongmo

Cartoon Award Sairo’s simple art Sairo

Overseas Comics Award Jiro TaniguchI

2017 
제14회 부천만화대상

2017 
14th Bucheon Comics Awards

Previous Award winning list

2017 부천만화대상

Year Type Prize-winning work Author

2009

Grand Award Tae-yil Choi Hochul

Beat Award What is it? Ma Youngshin

Children’s Comics Award Plant detective peas, look for our 
neighborhood offender. Hwang Kyungtaek

Cartoon Award Hello. Republic of Korea Face cut

Strategic Award Skin color = honey color Jeon Jungsik

Cartoon Award If you need to love me, Yang Woosuk, 
Poonggyoeng

Overseas Comics Award Milo Manara

2008

Grand Award DodongI Lee Heejae

Children’s Comics Award My best friend, Safefer, in the world. Lee Eunhong
Young Adult’s 
Comics Award Myungdong High School Kim Kyusam

Adults’s Comics Award Moss Yoon Taeho

Cartoon Award JI,HUYNGON from Possibility to  
Actuality Ji Hyungon

Strategic Award Euljiro Loop Line Turtle Books

Overseas Comics Award Shigeru Mizuki

2007

Grand Award A red bicycle Kim Donghwa

Children’s Comics Award Our Country of SamhyeongjI A sketch of a village
Young Adult’s 
Comics Award Fruits Kim Euijung

Adults’s Comics Award Nogeun-ri Story Park Gunwoong

Cartoon Award Editorial SF Jo Namjoon

Strategic Award Erotic Turtle Books

Overseas Comics Award Tetsuya Chiba

2006

Grand Award Meet me in Greenville. Yu Sijin

Children’s Comics Award Samsin Grandma Kim Byungsoo
Young Adult’s 
Comics Award Shooting Korea Jeon Sehoon

Adults’s Comics Award MultI-cellular girl B-class Dalgung 
Palace

Cartoon Award Old Dog Jung Wooyeol

Strategic Award Cracker Annie Books

2005

Grand Award Apartment Kang Pool

Children’s Comics Award 21th century keywords Hong Seungwoo
Young Adult’s 
Comics Award Humamial Park Soonkoo

Adults’s Comics Award Hotel California Kim Jintae

Cartoon Award Winged fish Kang Ilgoo

Strategic Award Comic animation Cheongnyongsa 
Publications

2004

Grand Award Chef Hur Youngman

Children’s Comics Award Jjang-ddoong daddy Shin Youngsik
Young Adult’s 
Comics Award Hip-Hop Kim Sooyong

Adults’s Comics Award The romantic Kang Doyoung

Cartoon Award Sairo’s travel journey Sairo

Strategic Award A lecture note from Mr. Tak Hwangma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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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정표

장소 7. 19. (수) 7. 20. (목) 7. 21. (금) 7. 22. (토) 7. 23. (일)
마켓

전시관
메인
무대

작가 사인회
<카야>, <리니지> 신일숙

11:00~12:00

작가 사인회
<doll 체인지> 늉비

11:00~12:00

작가 사인회
<여탕보고서> 마일로

11:00~12:00

게임 시연회
선데이토즈社-애니팡

11:00~12:00

작가 사인회
2017부천만화대상

11:00~12:00

만화가 Talk
앙꼬, 마일로, 

이슬아, 박현수
(13:00~15:00)

만화가 Talk
미국 Pat bagley
(13:00~15:00)

만화가 Talk 
한·벨 만화교류전 

참여작가
(13:00~15:00)

작가 사인회
 씨엔씨레볼루션社 +
<이미테이션> 박경란

12:00~13:00

작가 사인회
씨엔씨레볼루션社 + 
<허니블러드> 이나래

12:00~13:00

드로잉 콘서트
<놈들이 온다>

김동호
13:00~16:00

게임 시연회
선데이토즈社 - 애니팡

14:00~15:00
드로잉 시연회

그로우 툰 아카데미
15:00~16:00

드로잉 콘서트
<석가의 해부학 노트>

석정현
15:00~18:00

드로잉 콘서트
<네미리 북>

니콜라스 네미리
15:00~18:00

드로잉 콘서트
<담요>, <하비비>

크레이그 톰슨
15:00~18:00

장비 시연회
휴이온社+

<닥터프로스트> 이종범
16:00~18:00홍보대사포토타임

에키홀릭
17:00~18:00

특설
무대

작가 사인회
<메이플스토리>

서정은16:00~17:00

작가 사인회
<갓 오브 하이스쿨>

박용제
16:00~17:00

박물관 상영관 KB국민은행
청소년 진로멘토링 

꿈꾸는 대로
<생활의 참견> 김양수

(사회 : 박은영)
(13:30~15:30)

만화OST콘서트
(11:00~12:00)
만화가 Talk 

스물, X탕에 빠지다
- 인기웹툰 작가토크쇼
(마인드C, 미티, 신태훈)

(16:00~18:00)

체험
교육실

진로체험
만화가와 함께하는 어린이관 체험 <미션 키트맨> 임덕영

14:00~15:30
진로체험

순정만화 25년 <엑토플라즘> 이시현
15:30~17:00

비즈니
스센터

5층
교육실

BICOF전시읽기
‘나쁜 친구’展

1부_13:00~14:30
2부_15:00~16:30

BICOF전시읽기
‘청년, 빛나는’展

1부_13:00~14:30
2부_15:00~16:30

BICOF전시읽기
‘여탕보고서’展

1부_13:00~14:30
2부_15:00~16:30

1층 캐리커쳐 드로잉쇼
안중걸

(13:00~18:00)

노천극장 BICOF 프린지
(11:00~17:00)

지하철 1호선 만화축제 관광열차
(11:00~12:20)

※상황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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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able

Venue July 19 (Wed.) July 20 (Thur.) July 21 (Fri.) July 22 (Sat.) July 23 (Sun.)
Korea�

Manwha�
Museum

Theater As�Your�Dream(KB)
Kim Yangsoo
13:30~15:30

International�Children�
Comics�Artist�Awards
Opening�Ceremony

12:00~13:30

Comics�OST�Concert
11:00~12:00

Cosplay�Championship
Pose-show Final round

11:00~13:00

Opening�Ceremony
16:00~17:00

2017�Cartoon&Film�
Pitching�Show

16:00~18:00

Global�Trend�Seminar
Part 1) Japanese 

e-publishing industry
: Kentaro Takekuma/ 

Jihyoung Song
14:00~16:00

Part 2) The future of 
Japanese Animation 

Morishita Kozo
14:00~18:00

Cosplay�Championship
Pose-show Section  
Preliminary round

13:00~15:30

Cosplay�Championship
Performance Section

Final round
14:00~16:30

Twenty,�Falling�into�X�
Something - Talk Show with 

Popular Webtoon Cartoonists 
Mind C, Miti , Shin Taehoon 

16:00~18:00

Closing�Ceremony
17:00~18:00

Experience�
Room

Career�Counseling
Kid Zone Tour with Cartoonist <Mission Kitman> Lim Dukyoung 14:00~15:30

International�Children�
Comics�Artist�Awards

Experience class and Com-
pletion Ceremony

13:00~17:00
Career�Counseling

Romance Comics 25 Years <Ectoplasm>  Lee Sihyun 15:30~17:00

Market�
Exhibition�

Hall

Main�Stage Autograph�Session
<Kaya>, <Lineage> 

Shin Ilsuk
11:00~12:00

�KICOM�Pitching�Show
10:00~11:2

Autograph�Session
<Ladies Bathhouse 

Report> Milo
11:00~12:00

Game�Event
SundayToz - Anipang

11:00~12:00

Autograph�Session
<Accusation>

mgpk1(Choi Sungguk)
11:00~12:00

Autograph�Session
<doll Change> Nyungbi

11:00~12:00

Autograph�Session
<Imitation> Park Gyongran

12:00~13:00

Autograph�Session
<Honey Blood> Lee Narae

12:00~13:00

Comic�Artists�Talk
 Ancco, Milo, Lee Seula, 

Park   Hyunsoo
(13:00~15:00)

Comic�Artists�Talk
 Pat Bagley (U.S.A.)

(13:00~15:00)

Comic�Artists�Talk
Belgian-Korean Comics 

Exhibition  Artists
(13:00~15:00)

�Drawing�Concert
<Bastards are coming>

Kim Dongho
13:00~16:00

Autograph�Session
2017 Bucheon Comics 

Awards Exhibition
Kid-comic reward

<Heart of a boy> Sobok-e
13:00~14:00

Drawing�Demonstration
Crow Toon Academy

15:00~16:00

Drawing�Concert
<Anatomy Note>
Suk Jeonghyun

15:00~18:00

Drawing�Concert
<Nemiri Book>
Nicolas Nemiri

15:00~18:00

Drawing�Demonstration
<Doctor Frost> 
Lee Jongbum
16:00~18:00

Game�Demonstration
SundayToz - Anipang

14:00~15:00

Honorary�Ambassador�
Photo�Time
 “EKIHOLIC”
17:00~18:00

Drawing�Concert
<Blankets>, <Habibi>

Craig Thompson
15:00~18:00

Consultation�
Booth

KICOM�Consultation
10:00~18:00

Sub-cultural�Flea�Market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Seminar�
Room�(5F)

Conference
The Expansion of the 

Humanities in 
Comic Research 

10:00~13:00

Global�Comics�City
Conference
10:00~12:30

Conference
Creating Comics in an 

Innovative Environment: 
VR and AI

13:00~15:30

Conference
Brand Webtoon Conference

14:00~17:00

Conference
World Youth Comics 

Education
12:30~14:00

Conference
Open Forum on the Comics 
Industry Standard Contract 

13:00~15:00

Confere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

lution and Webtoon Strategy 
15:00~18:00

Conference
Comics Policy Conference

16:00~19:00

Training�
Room�(5F)

BICOF�Review
“Bad Friend”

Part 1: 13:00~14:30
Part 2: 15:00~16:3

BICOF�Review
“Youth Exhibition”
Part 1: 13:00~14:30
Part 2: 15:00~16:30

BICOF�Review
“Women's Sauna Report”

Part 1: 13:00~14:30
Part 2: 15:00~16:30

Children's Hall Autograph�Session
<Maple Story>
Seo Jeongeun

16:00~17:00

Autograph�Session
<God of Highschool>

Park Yongjae
16:00~17:00

Open�Air�Theater BICOF�Fringe�Program 11:00~17:00

Parking�Space Cultural�Experience�Booth

Whole�Festival�Venues Stamp�Tour (10:00~first come, first served/ max. 200 people)

Maru�Plaza
(Bucheon�Station)

Cosplay�Parade 17:30~19:00

Cosplay�Championship
Performance Premarily round

19:30~22:00

Subway�Line�1 Comics�Festival�Train
11:00~12:20

종합일정표

KICOM : Korea International C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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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OF 2017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주제: 청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 김동화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위원장 | 박재동
부천국제만화축제 사무국장 | 이용철
부천국제만화축제 총괄 큐레이터 | 김종범

BICOF 2017
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Theme: Youth 

Chairman�of�the�Korea�Manhwa�Contents�Agency�|�Kim�Donghwa
Operation�director�of�the�Korea�Manhwa�Contents�Agency�|
Park�Jaedong
Secretary-general�of�the�Bucheon�International�Comics�Festival�|�
Lee�Yongchul
Curator-in-Charge�of�the�Bucheon�International�Comics�Festival�|�
Kim�Jongbum

주   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   관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위원회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부천시
발행일 2017년 7월 19일
발행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4505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

ⓒ 본 책 내용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출판권은 (재)한국만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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