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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OF 2017
청년

영원한 청년문화 만화, 
꿈을 향한 도전과 열정을 펼치다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올해로 20회를 맞는다. 사람으로 치면 성
년이 되는 20회 행사에 맞춰 주제를 ‘청년’으로 정했다. 청년이 
품고 있는 꿈과 도전, 열정,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만화
를 통한 이야기로 담는다는 의미로, 끊임없이 꿈꾸며 발전하고 
있는 우리만화의 미래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
는 청춘에 대한 고민을 만화적 시각으로 풀어보고자 함이다. 

주제전 <청년, 빛나는>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국내
외 여러 작가들의 20대 무렵의 작품을 통해, 지금은 원숙의 경지
에 이른 그들에게도 미숙한 시절이 있었음을, 하지만 창작에 대
한 열정은 누구보다 강렬했고 그렇기에 작가로서의 성공여부를 
떠나 그 시절이 가장 ‘빛나는’ 시절이었음을 전하고자 한다. 나아
가 이제 만화를 시작하는 젊은 만화학도들에게는 선배들의 작품
을 나이나 경력의 벽을 걷어버리고 같은 청년시절 작품에서 바라
보게 함으로써 도전의 자극제로 삼고자 한다. 

특별전은 2016년 부천만화대상을 수상한 마일로 작가의 <여
탕보고서 - 여탕브리핑>전으로 꾸몄다. 부산 일대 유명 목욕탕을 
섭렵한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욕 생활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그린 <여탕보고서>는 연재 당시 높은 조회수는 물론, 재기발랄
한 댓글들로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다. 금남의 공간으로 남자들에
게는 미지의 영역인 여탕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
시는 얼핏 19禁스럽지만 전혀 야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공
감하며 재미있게 즐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 하나의 특별전은 2016년 부천만화대상 해외작품상을 수
상한 오이마 요시토키의 <목소리의 형태-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
선>이다. 청각장애를 가진 여주인공과 서툰 관심 표현이 괴롭힘
으로 이어진 남주인공이 5년 후 고교생이 되어 다시 만나 과거
와 현재를 돌아보고 소통과 공감으로 상처를 치유한다는 내용은 
‘왕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에게도 작
지 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이다.

기획전으로 올해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에서 ‘새로운 발견상’을 
수상한 앙꼬 작가의 <나쁜 친구-날것 다부진 자화상>, 가상현실 
공간에서 만화를 체험할 수 있는 <VR웹툰전-가상현실에서 만화
를 만나다>를 준비하였다. 또한 <한·벨 만화교류전>에서는 한국
과 벨기에 작가 6명을 집중 조명하며, <세계시사만화전>에서는 
유럽 시사만화의 출발에서부터 국내외 유명 시사만화를 만날 수 
있고, <세계만화자료전>을 통해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일본 
등의 최신 만화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코프 20주년 발자취>, <다니구치 지로 추모 공
간>, <어린이 웹툰 기획전>, <2017 부천만화대상 수상작전>,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수상작전>,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선정작전>, <시민만화교육프로그램 결과보고전> 등 다채로운 전
시와 볼거리가 마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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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OF 2017
Youth

Comics Portray Dream, Challenge 
and Passion as the Youth’s Most 
Popular Culture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celebrates 
its 20th anniversary this year. Since the 20th year as a 
person means reaching the age of majority, ‘Youth’ was 
decided as the theme. This means stories about infinite 
possibilities will be introduced through comics that are 
potentials of youth, including dream, challenge and pas-
sion. We aim to take  comics viewpoint of worries that 
young people face as they live this age, while also delving 
deeply into the future of Korean comics that keep dream-
ing and making developments.

The Theme Exhibition ‘Golden Youth’ showcases the 
works of many domestic and overseas comics artists who 
are known to everyone in their twenties. Even though they 
have gained fame now, the comics artist also had periods 
of immaturity, but it can be seen as the most shining days 
regardless of success because their passion was stronger 
than anyone else during that period. Moreover, it will pro-
vide an opportunity for young comics artist in their early 
years to get a glimpse of the works of famous comics artist 
regardless of age or career experience.

The Special Exhibition ‘Women’s Sauna Report – Wom-
en’s Sauna Briefing’ was held in honor of the webtoonist 
Milo who won the grand prize of the 2016 Bucheon Comics 
Awards. Based on the webtoonist’s experience of visiting 
famous public bathhouses in Busan, <Women’s Sauna Re-
port> comically portrays episodes in the bath to gain high 
popularity when being serially published, with witty com-
ments made by readers also being popular. The women’s 
sauna known to be off-limits to men can be seen at this 
exhibition, which may seem R-rated but not at all sexual 
and can be enjoyed by everyone of all ages and both gen-
ders. 

Also, there is the Special Exhibition ‘A Silent Voice - Kind 
Attention to Humans’ held in honor of Oima Yoshitoki 
who won the Foreign Comics at the 2016 Bucheon Comics 
Awards. The comics is about the heroine with hearing im-
pairment and the hero who bullied around because of not 
knowing how to show his feeling. The two meet again five 
years later in high school to look back at their past and 
present to heal their wounds through communication and 
sharing feelings. There will be many who sympathize with 
the comics as school bullying has become a serious social 
issue in Korea. 

This year’s Project Exhibitions include ‘Bad Friend – 
Raw and Rugged Self-Portrait’ held in honor of Angkko 
who received the Prix révélation at the Angoulême Inter-
national Comics Festival, and ‘VR Webtoon Exhibition - 
Coming Across Comics in a Virtual Reality’ where visitors 
can experience comics in a virtual reality space. Also, ‘Bel-
gian Korean Comics Exhibition’ gives an introduction of 
six Belgian comics artists, ‘World Editorial Cartoon Exhibi-
tion’ introduces famous domestic and overseas editorial 
comics artists, including the beginning of editorial comics 
in Europe, and ‘The World Comics Archive Exhibition’ pro-
vides a glimpse of the latest comics trends of France, Italy, 
Belgium and Japan. 

Besides this, visitors can enjoy diverse events and at-
tractions through exhibitions, including ‘History of the 
20th Anniversary of BICOF’, ‘Jiro Taniguichi Remembrance 
Space’, ‘Children’s Webtoon Project Exhibition’, ‘Comics of 
the 2017 Bucheon Comics Awards Winners’, ‘Comics of the 
Korea Creative Cartoon Contest Winners’, ‘Selected Com-
ics of the International Children Comics Artist Awards’, 
and ‘Result of comics Used for Citizen Training’. 

BICOF 2017 청년



청년, 
빛나는

주제전

큐레이터 | 신명환   
만화가, 설치미술가 



Golden 
Youth

THEME EXHIBITION

Curator | Shin Myeonghwan
Comics artist, installation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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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빛나는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인간의 나이
로 20살이면 막 청소년 시기를 지나 청년으로 들어서는 나이이
다. 십대든 이십대든 숫자로 나누어놓은 개념에 불과하지만 그 
언저리의 시기가 어떠한 지 우리는 통념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
서 올해 부천국제만화축제의 주제는 ‘청년’이고 주제전으로 <청
년, 빛나는>이 마련되었다. 

본 전시에서는 국내외 작가 26명의 청년시절 원고, 습작, 사
진,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쉽게 볼 수 없고 또 보여주기 쉽지 
않았을 날것 그대로의 그 시절 모습들이라 귀하고 귀한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림과 자료들만 보고 신기해하는 걸로 그
친다면 전시의 반만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보이는 귀한 
자료 외에 그 시절 청년 만화가들이 겪어온 사회 상황이나 번민
들을 들여다보면 시대를 넘어 현재 청년들의 문제까지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전시는 ‘지금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처음부터 
잘 그렸을까? 아니면 하루아침에 유명해져서 아무 문제없이 탄
탄대로 만화가의 길을 걸어왔을까? 지금의 젊은 작가들은 어떻
게 지내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들이 나이와 경력 그리고 국적을 
떠나 같은 청년 시절에 만나면 어떨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했다. 

‘청년’, 청년은 무엇인가? 끼와 열정을 갖고 좌절과 방황의 길 
위에서 꿈을 향해 가는 시기이다. 우리는 그 시절을 지나 이룬 결
실을 보여주기보다 꿈을 캐내기 위해 창작의 괭이질을 하던 청년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금보다 더 빛나는
최고의 순간을.

우선 전시 콘셉트는 ‘빛나는’이다. 또한 되도록이면 ‘벽을 걷어 
내는’ 것이다. ‘빛나는’은 꿈을 이룬 것보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과

주제전

큐레이터 | 신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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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 청년, 빛나는

정이 더 빛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벽을 
걷어 내는’ 것은 소통과 공감을 위한 장치이다. 이를 위해 골든 
메시라고 표현되는 황금빛의 격자 철망 같은 메시 구조물을 사용
하여 연출하였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처럼 시간과 공간을 건
너뛰어서 스무 살 무렵의 같은 또래들을 만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시 구성은 첫 번째로 작가들의 청년시절 사진을 
먼저 보여준다. 현재의 알려진 이름과 작품을 거둬내고 비슷한 
시절의 모습에서 전시를 읽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다. 또한 그
중에는 거울이라는 오브제를 통해 관람객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게 장치를 하였다. 타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청년시절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주제전에서 지
향하는 점이다. 

두 번째는 작가들의 짧은 에세이들이 말을 건넬 것이다. 그 안
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두닦이를 하던 청년도 있고, 음악에
만 빠져있다 뒤늦게 만화를 그리던 청년도 있다. 어떤 청년은 닥
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좁은 고시원에서 울
음을 삼키던 청년도 있으며 먼 낯선 땅에서 방황하는 청년도 있
다. 비록 만화라는 한 장르를 매개로 모인 청년들이지만 이 청년
들이 만화가의 길로 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다른 모든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화가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듣는 
관람객들은 ‘만화’라는 단어 대신 자신들만의 ‘꿈’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만화를 단순히 웃고 울리는 오락거리로만 즐
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담고 있는 소중한 예술 장르라
는 것을 알고, 만화가들이 현재 발표하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소
재와 주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지향하는 
점이다. 

세 번째는 현재의 젊은 청년만화들을 보여주는 자리이다. 수
많은 웹툰 중에서도 자기만의 세계관이 뚜렷한 작품과 독립된 만
화 잡지나 만화책으로 활발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해오고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렇게 빛나고 좋은 청년들의 만화가 
많다고 말이다. 이들이 가는 길을 계속 찾아보고 응원해 달라고 
말이다. 이것이 이 전시에서 세 번째로 지향하는 점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UN이 정한 생애 주기가 18세부터 65세까
지를 청년이라고 발표했다. 굳이 UN의 정의를 따르지 않더라도 
청년을 스무 살 언저리의 생물학적 나이로만 따질 순 없다는 것
이다. 그래서 <청년, 빛나는>전에 참가한 작가들의 이름 앞에 ‘청
년’을 붙여본다. 

청년 김금숙, 청년 김묘정, 청년 김한조, 청년 마영신, 청년 마
드무아젤 카롤린, 청년 바스티앙 비베스, 청년 박건웅, 청년 박현
수, 청년 안민희, 청년 안유진, 청년 오민혁, 

청년 오사 게렌발, 청년 이두호, 청년 이빈, 청년 이상무, 청년 
이슬아, 청년 이종범, 청년 이충호, 청년 이희재, 청년 유창창, 청
년 전정식(융), 청년 최경아, 청년 크레이그 톰슨, 청년 토박, 청년 
홍승우, 청년 홍연식

그리고 지금 전시를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청년을 붙여본다. 

빛나는, 
청년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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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Youth

This year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It is an age when you enter 
into adulthood if you are a person. It may be just a num-
ber whether it is ten or twenty, but we know what it is like 
around that time. Therefore, the theme for this year’s fes-
tival is youth, and the Theme Exhibition ‘Golden Youth’ 
will be held. 

At this exhibition, 26 domestic and overseas comics 
artists will showcase manuscripts, photos and stories 
during their early days, which is rare opportunity to 
see valuable works that are not easy to come across in 
person. This is not all for the visitors at the exhibition be-
cause they can also share the youth problems during the 
time when the comics artists worked, including social 
situations and worries that young people had back then. 

The reasons for holding this exhibition came from 
whether famous comics artists today were good from 
the beginning, or whether they had no difficulty because 
of becoming famous overnight. Also, we wanted to know 
what today’s young comics artists are like and what 
their young days would have been like without obstruc-
tions like age and career experience. ‘Youth’, What is 
‘Youth’? Youth is the period of life in which young people 
move forward to pursue their dreams with talent and 
passion. We will show youths striving toward creation to 
make their dreams come true rather show their achieve-
ments. 

The best moment is brighter than gold.

The concept of the exhibition is ‘shining’. Also, we 
made efforts to get rid of the walls in order to remind the 
visitors the process of striving to achieve one’s dream 

THEME EXHIBITION

Curator | Shin Myeo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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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more important than actually achieve the dream. 
Getting rid of the walls was to ensure better communica-
tion. To achieve this, we made a structure of wire mesh 
in golden colors. Like the movie Interstellar, visitors can 
meet with the young people back in tim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Next, the composition of the exhibition was to first 
introduce the comics artists in their youth at the first 
section. We hid the artists’ current names and works and 
wanted people to look at their works from back when 
they were young. Also, we placed a mirror as an objet for 
visitors to reflect their appearance, aiming to find one’s 
images of youth by looking at other people’s appearance.

Second, there are short essays by comics artists, 
including stories about working as a shoe-shine boy to 
earn a living and falling in love with music to become 
a comics artists later on in life. There was one young 
man who worked part-time jobs as much as he can and 
another who held back his tears in a small room. Even 
though these young people got together because of 
comics the road taken to become a comics artists was 
not easy and they all experienced the same problems 
that other young people face today. Visitors who listen to 
the young days of comics artists will replace their dream 
of becoming comics artists with their own dreams. Then, 
they will realize that comics not only make people laugh 
and cry but also it is a valuable genre of art. Hopefully, 
people can pay more attention to the problems and is-
sues that comics artists talk about in their works. 

Third, the exhibition showcases the current young 

comics artists, especially those webtoonists with clear 
viewpoint on the world and made experimental attempts 
in comic magazines or comic books. We want more peo-
ple to know that there are outstanding comics artists like 
them, so that more people can keep their eyes on where 
they go. 

Recently, the news announced that the life cycle set by 
the UN called the ages between 18 and 65 as the youth. 
Even without such definition by the UN, we can no longer 
call youth as the biological age of twenty years anymore. 
Therefore, we added the word ‘youth’ in front of all com-
ics artists participating in ‘Golden Youth’. 

Youth Kim Geumsook, Youth Kim Myojung, Youth Kim 
Hanjo, Youth Ma Youngsin, Youth Mademoiselle Carolyn, 
Youth Bastien Vives, Youth Park Geonwoong, Youth Park 
Hyunsoo, Youth Ahn Minhee, Youth Ahn Yoojin, Youth Oh 
Minhyeok, Youth Asa Grennvall, Youth Lee Dooho, Youth 
Lee Bin, Youth Lee Sangmoo, Youth Lee Seula, Youth Lee 
Jongbum, Youth Lee Chungho, Youth Lee Heejae, Youth 
Yoo Changchang, Youth Chun Jeongsik, Youth Choi Kyun-
ga, Youth Craig Thompson, Youth To Park, Youth Hong 
Seungwoo, Youth Hong Yeonsik

We would also like to call you at this exhibition with 
‘youth’ in front of your name. 

Shining youth you are. 

주제전: 청년, 빛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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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

자화상 21살
김금숙
Kim Geumsuk



EXHIBITION

013

THEME EXHIBITION

유무형의 폭력 / 어버이날
김묘정
Kim Myojeong

유무형의 폭력

어버이날

주제전: 청년, 빛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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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

기억의 촉감 / 탐구생활

기억의 촉감 2012년

기억의 촉감 2016년 76페이지

 탐구생활 

김한조
Kim Ha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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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EXHIBITION

매거진 FREE /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1997 매거진 FREE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주제전: 청년, 빛나는

마드모아젤 카롤린
Mademoiselle Car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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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센트 얼굴 / 뭐 없나
마영신
Ma Youngshin

주제전

콘센트 얼굴

단편집 <뭐 없나>



EXHIBITION

017

바스티앙 비베스
Bastien Vives

THEME EXHIBITION

주제전: 청년, 빛나는

Asterix2004 plat / Planche tour de france 2007

Asterix2004 plat

Planche tour de fran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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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

통일대회 / 꽃

군대에서 그린 <꽃> 콘티

통일대회

박건웅
Park Gunwoong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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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EXHIBITION

불확실한 확신 / 해월리 산책1

주제전: 청년, 빛나는

불확실한 확신

해월리 산책1

박현수
Park Hyu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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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

배고픈 날에 식사 / 적합한 실내공간의 설계

배고픈 날에 식사

적합한 실내공간의 설계0 적합한 실내공간의 설계1

안민희
Ahn Mi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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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EXHIBITION

주제전: 청년, 빛나는

안유진 
Ahn Yujin

포르투

포르투 16

포르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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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

화점

화점

화점 3페이지

오민혁
Oh Minhy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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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THEME EXHIBITION

주제전: 청년, 빛나는

오사 게렌발
Åsa Grennvall

DKSHA199901 / DKSHA199904

26살 데뷔작 DKSHA19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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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

TV 19살 

TV 19살 1992년

TV 19살 1992년

유창창
Yu Chang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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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EXHIBITION

고2 때 단행본 원화 / 표지

주제전: 청년, 빛나는

고2 때 단행본 원화 고2 때 단행본 표지2

이두호
Lee Do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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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

마지막 사람들 / Girls / 안녕 자두야

1993년 마지막 사람들

1996년 Girls

안녕 자두야

이 빈
Lee 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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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EXHIBITION

고등학교 때 원고 / 아스팔트 위에 핀 백합

주제전: 청년, 빛나는

고등학교때 원고

아스팔트 위에 핀 백합

이상무
Lee Sang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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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

어머님이 누구니
이슬아
Lee Seula



EXHIBITION

029

THEME EXHIBITION

닥터프로스트 / 20대 때의 콘티

주제전: 청년, 빛나는

이종범
Lee Jongbeom

닥터프로스트

20대 때의 콘티



BICOF 2017

030

주제전

습작 신문 / 영화배우 

1987년 습작 ‘신문’

1989년 1991년 영화배우 습작

이충호
Lee Ch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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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EXHIBITION

1997년 스물여덟살의 자화상 / 독자만화투고

주제전: 청년, 빛나는

1997년 스물여덟살의 자화상

이상석의 왕그루 - 독자만화투고 

이희재
Lee Hee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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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

18살 때 만화 / travail ecole

18살 때 만화

travail ecole 20살 때 만화

전정식
Jeon Jeongsik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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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EXHIBITION

루비돌 / 꿈꾸는 라일락

주제전: 청년, 빛나는

36살 때 루비돌1996년 28살 때 꿈꾸는 라일락002

최경아
Choi Gye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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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

1998 sketchbook_save the story / 담요

1998 sketchbook_save the story

담요

크레이그 톰슨
Craig Thompson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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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EXHIBITION

육군훈련소 / 지금은 가난 중

주제전: 청년, 빛나는

1997년 스물여덟살의 자화상

토박
Tobac

지금은 가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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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전

신손오공 / 디스토피아 미래 습작

1989년 신손오공

1993년 디스토피아 미래 습작

홍승우
Hong Seungu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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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EXHIBITION

중3때 습작 / 마당씨의 습작

주제전: 청년, 빛나는

중3때 습작

홍연식
Hong Yeonsik

마당씨의 습작



여탕
보고서

특별전 1

큐레이터 | 김민태
국립중앙도서관 <올웹툰 체험전> 큐레이터



Women’s 
Sauna Report

SPECIAL EXHIBITION 1

Curator | Kim Mintae 
Curator of the ‘House of Webtoon’ experience 
exhibition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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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보고서
- 여탕브리핑

<여탕보고서-여탕브리핑>전은 ‘2016 부천만화대상’, ‘부천시
민만화상’ 2관왕을 수상한 마일로 작가의 <여탕보고서>를 일목
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전시이다. 웹툰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
온다. 최근 웹툰으로 다루는 소재와 장르의 영역이 더욱 다각화
되고 광범위해지는 추세이다. <여탕보고서>는 ‘여탕’이라는 소
재를 한국만화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시킨 매우 특색 있는 작품
이다. 최초에 그치지 않고 대중성과 상업성을 고루 갖춘 점 또한 
의미가 깊다. 작가는 <여탕보고서>를 통해 여탕 속에서 드러나
는 공간적, 사회적, 인간적 관계들을 특유의 재치와 유머로 재미
있게 묘사했다. 

금남의 공간 여탕, 웹툰 속 여탕을 전시장에 재현해 작품의 재
미를 배가 시키고자 한다. 각 에피소드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
해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각을 ‘브리핑’ 형식으로 제공하여 
웹툰의 재미와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작품의 내용을 
관람객에게 흥미 있게 전하기 위해 웹툰 내용을 토대로 총 5가지
의 테마로 구분해 구현했다.

첫째, ‘에피소드 브리핑’은 작품 속 모든 에피소드를 전수 조사
한 결과, ‘목욕준비 상황’, ‘탕 외 상황’, ‘탕 내 상황’으로 나누어짐
을 확인하고, 세 가지 요소를 순서대로 옮겨와 전시장 관람 동선
으로 활용했다. 각 상황별로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주요 에피소
드와 명장면을 만나 볼 수 있다.

둘째,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작품 브리핑’
이다. 작품제작 계기, 작품창작 과정, 작품관련 후일담 같은 작품 
이야기부터 작가의 취미생활,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만화리스트 
같은 작가의 취향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셋째, 작품 속 재미요소를 발굴한 ‘이슈 브리핑’은 ‘목욕커’와 
같은 웹툰에서 파생된 신조어부터, 패러디와 오마주를 활용한 장
면들을 한 곳에 모아 구성했다. 실제 작품 속에 인터넷 유명 짤방

특별전 

부터, <드래곤볼>, <슬램덩크> 등 유명작품을 활용한 사례는 절
로 웃음을 자아낸다. 

넷째, ‘목욕도구 브리핑’은 웹툰 속 ‘목욕커’들이 사용하는 목
욕도구를  전시품 자격으로 콘텐츠화 했다. 인구의 절반에게 익
숙하지만, 또 다른 절반에게는 생소한 여탕의 목욕도구들을 통해 
작품의 디테일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험 브리핑’은 관람객이 작품과 직접 만나는 공
간이다. 웹툰 속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진 ‘평상’에 앉아 실
제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관람 종료를 기념하여 
작품 속 등장인물들과 인증 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존도 마련되
었다.

<여탕브리핑>전은 <여탕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추려 요약
한 것으로 전시에 담지 못한 콘텐츠들이 무수히 많이 남아있다. 
브리핑을 받은 전시 ‘관람객’은 작품의 내용과 작가를 이해하는 
관문을 거쳐 <여탕보고서>의 ‘독자’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그리
고 작품과 작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지속적인 응원으로 이어
지길 기원한다.

큐레이터 | 김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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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Sauna Report
- Women’s Sauna Briefing 

SPECIAL EXHIBITION

Curator | Kim Mintae

The ‘Women’s Sauna Report-Women’s Sauna Briefing’ 
exhibition gives a perfect overview of <Women Sauna’s 
Report> by the webtoonist Milo, a grand prize winner 
of the 2016 Bucheon Comics Award and a winner of the 
2016 Bucheon Citizens Manhwa Awards. The webtoon’s 
strength comes from diversity. Recently, the scope of 
webtoons has broadened and become more diversified. 
<Women Sauna’s Report> is a very distinctive work that 
was the first to use women’s sauna as subject matter in 
the history of Korean comics. Also, it was very meaning-
ful for having elements of both popular appeal and com-
mercial trait. The webtoonist wittily expressed spatial, 
social and human relationships found in women’s sauna 
through <Women Sauna’s Report> with unique sense of 
humor. 

The women’s sauna known to be off-limits to men in 
the webtoon is reproduced in the exhibition to give fun 
to participants. The stories behind each episode are re-
organized like a ‘briefing’ form to give a new interpreta-
tion, enabling people to feel the fun and sentiments ex-
pressed in the webtoon. In order to present the content 
of the webtoon in an interesting way, it was divided into 
a total of five themes. 

First, ‘Episode Briefing’ went through all of the ep-
isodes in the webtoon and found that the webtoon is 
divided into ‘Situation of Preparing the Bath’, ‘Situation 
Outside the Bath’, and ‘Situation Inside the Bath’. These 
three classifications are brought to the exhibition hall in 
order to be used as the movement paths for visitor circu-
lation, allowing people to get a glimpse of main episodes 
and best scenes that were loved by readers for each 
situation. Second, ‘Webtoon Briefing’ introduces diverse 
stories related to the webtoon, including reasons for 

making the webtoon, process of creating the webtoon, 
recollections on the webtoon, and a video introducing 
the webtoonist’s preferences like favorite hobbies and 
recommendations on favorite comics for readers. Third, 
‘Issue Briefing’ explores elements of fun in the webtoon, 
such as a new word like ‘bathtakers (mok-yok-ker)’ de-
rived from the webtoon and scenes that used parodies 
and hommages. The use of famous comic books like 
<Dragon Ball> and <Slam Dunk> and famous captures 
on the internet make people burst into laughter. Fourth, 
‘Bath Kit Briefing’ showcased the bath items that are 
used by bathtakers in the webtoon, which are familiar to 
half of the population but the other half will get a chance 
to see unfamiliar bath items used in women’s sauna. 
Lastly, ‘Experience Briefing’ allows visitors to experi-
ence the webtoon in person.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actually experience the webtoon by sitting on a low 
wooden bench that has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 
webtoon. Also, there is a photo zone at the end of the 
exhibition where visitors can take photos with characters 
from the webtoon. 

The Women’s Sauna Briefing exhibition only brought 
some of the content from Women’s Sauna Report and 
many have not been covered. Hopefully, visitors who 
received the briefings at the exhibition will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ebtoon and the webtoonist to 
become a reader of <Women Sauna’s Report>, while also 
the interests and curiosity lead to continuous support 
and encouragement. 

특별전 1: 여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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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보고서
Prologue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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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1: 여탕보고서

프롤로그
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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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신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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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1: 여탕보고서

냉탕폭포수中

고온탕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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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패션피플中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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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1: 여탕보고서

체중계中



목소리의
형태

특별전 2

큐레이터 | 김소원
만화연구가, 예술학박사
한국만화박물관 순정만화 특별전 
<소녀, 순정을 그리다> 큐레이터



A Silent 
Voice

SPECIAL EXHIBITION 2

Curator | Kim Sowon 
A researcher in comics studies. Ph.D. in
Fine Arts. Curator of the special exhibition
of romantic comics ‘The Girl Draws Pure
Love’ at the Korea Manhwa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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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의 형태
-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오이마 요시토키(大今良時)는 1989년 일본 기후 현에서 태어
났다. 2008년 단편 <목소리의 형태(聲の形)>로 고단샤 제80회 
주간 소년매거진 신인 만화상에 입선한다. 이 작품은 2013년 <
주간 소년매거진>에 새롭게 그린 단편으로 다시 실리면서 큰 반
향을 불러일으켰고 독자들의 호평 속에 정식 연재되기에 이른다. 

작가는 청각장애와 초등학생들 사이의 집단 따돌림이라는 무
거운 주제를 담담히 풀어내는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주목을 받
았다. 이러한 평가는 ‘이 만화가 대단해! 2015 <남자편>’ 1위, ‘만
화대상 2015’ 3위, 제19회 ‘테즈카 오사무 문화상 신생상, 2016
년 제19회 부천만화대상 해외작품상 등 국내외에서의 만화상 수
상으로 이어졌다. 

‘목소리의 형태 -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은 오이마 요시토키
의 대표작 <목소리의 형태>와 현재 <주간 소년매거진>에서 연
재중인 작품 <불멸의 그대에게(不滅のあなたへ)>를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목소리의 형태>와 <불멸의 그대에게>에 실린 
컬러 일러스트와 흑백원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목소리의 형태>
의 스틸 컷과 포스터를 감상할 수 있다. 작가의 견고한 스토리텔
링과 삶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오이마 요시토키는 자신의 데뷔 단편이자 두 번째 장편 연재 
작품인 <목소리의 형태>를 통해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
다. 작가는 장애와 집단 따돌림을 그리는 동시에 인간의 고독과 
절망, 그리고 우정과 성장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그려냈다. 

이시다 쇼야는 초등학교 때 같은 반으로 전학 온 니시미야 쇼
코의 청각장애를 조롱하며 그녀를 괴롭힌다. 처음엔 호기심이었
지만 쇼코를 향한 쇼야의 폭력은 점점 잔인해지고 이러한 도가 
지나친 괴롭힘은 결국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쇼야에게 되돌

특별전

아온다. 쇼코는 다시 전학을 가게 되고 쇼야는 뒤늦게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며 수화를 배운다. 몇 년 후 고3이 된 두 사람이 재
회하면서 이야기는 어느새 어른의 문턱에 서 있는 소년 소녀들
의 고민과 사랑, 우정을 그린다. 작품의 중심을 관통하는 것이 쇼
코의 청각 장애라는 민감한 소재임에도 차분하고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가의 저력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현재 <주간 소년매거진>에 연재중인 <불멸의 그대에게>는 판
타지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으로 어느 날 누군가의 손
에 의해 던져진 구체가 땅위로 떨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미지의 존재는 그 모습을 자유로이 바꾸며 사물에서 생명체로 그
리고 마침내 인간으로 변화해 여행을 시작한다. 작품은 죽음을 
초월하는 미지의 존재가 여행을 통해 조우하는 인간들의 치열한 
삶을 그린다. 작가는 보다 넓어지고 깊어진 이야기를 통해 인간
의 삶을 철학적으로 그려낸다.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대작으로 
앞으로의 전개가 매우 기대되는 작품이다. 

이처럼 오이마 요시토키의 작품에는 무엇보다 ‘인간’이 있다. 
나이와 성별과 처해있는 상황, 그리고 시대와 공간이 달라도 그
들은 모두가 각자의 삶에 충실하고자 한다. 작가는 등장인물들
을 통해 ‘인간’에 대해 진지하고도 따뜻한 시선을 보낸다. 

큐레이터 | 김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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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lent Voice
- Kind Attention to Humans

SPECIAL EXHIBITION

Curator | Kim Sowon

Oima Yoshitoki was born in Gifu Prefecture, Japan in 
1989. In 2008, she won the ‘Best Rookie Manga’ at the 
80th Weekly Shonen Magazine for her short comics <A 
Silent Voice>. In 2013, this comics was newly published in 
the Weekly Shonen Magazine to create a huge sensation 
to be an official series, and was highly praised by read-
ers. 

Oima attracted attention for her strong storytelling 
about the difficult topic of school bullying between a girl 
with hearing impairment and oth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good reviews led to many awards domes-
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cluding ranking first place in 
the male section of ‘This Manga is Great!’ in 2015, rank-
ing third place in the 2015 Man-ga Awards, winning the 
Newcomer at the 19th Tezuka Osamu Cultural Prize, and 
winning the Best Foreign Comics at the 19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in 2016.

‘A Silent Voice – Kind Attention to Humans’ introduces 
Oima Yoshitoki’s representative comics. <A Silent Voice> 
and her current series in Weekly Shonen Magazine called 
<To Your Eternity>. At this exhibition, visitors can get a 
glimpse of color illustrations and comics manuscripts 
published in these two comics, as well as the still cuts 
and the poster of the animation version <A Silent Voice: 
The Movie>. 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visitors to 
enjoy the comics artist’s strong storytelling and her deep 
understanding about life and human nature.

Through her debut short comics and second full-
length series <A Silent Voice>, Oima left a deep impres-
sion to the readers. She dealt with the heavy topics of 
disability and school bullying, while also delved into the 
loneliness, hopelessness, friendship and growth felt by 
people in a splendid way. 

Ishida Shoya harassed Nishimiya Shoko for her healing 
impairment when she transferred to the same class in 
elementary school. At first, it was out of curiosity, but 
his violence got more cruel, resulting in other students’ 
bullying. Shoko had no choice but to transfer to another 
school and Shoya realized his mistake later on to learn 
sign language. Several years later, the two meet again in 
their senior years in high school, which talk about their 
worries, love and friendship as they turn into adulthood. 
Even though the main topic of the comics is a very sensi-
tive subject about Shoko’s hearing impairment, the com-
ics delivers her message in a calm and orderly fashion. 

<To Your Eternity> which is being serially published 
in Weekly Shonen Magazine is based on a fantasy world 
viewpoint that begins with a sphere thrown down on to 
the earth by someone one day. The unknown changes 
its appearance freely to be an object or a living thing 
to finally become a human being to start his journey. 
The comics is about the unknown that transcend death 
meeting with humans along his journey to portray peo-
ple living fiercely. The comics artist talks about our lives 
in a broadened viewpoint philosophically. It has a unique 
world viewpoint with great expectations about how the 
story will unfold. 

As mentioned above, Oima Yoshitoki’s comics place 
humans above everything else. Regardless of age, gen-
der, or time and space, people strive to live their life 
to the fullest. She sends a kind attention to humans 
through the main characters introduced in the comics. 

특별전 2: 목소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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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hitokiOima/Kodansha Ltd.
<목소리의 형태> 1권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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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 2: 목소리의 형태

©YoshitokiOima/Kodansha Ltd.
<목소리의 형태> 6권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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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hitokiOima/Kodansha Ltd.
<목소리의 형태> 6권 속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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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hitokiOima/Kodansha Ltd.
애니메이션 <목소리의 형태> 포스터

특별전 2: 목소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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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hitokiOima/Kodansha Ltd.
<불멸의 그대> 1권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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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hitokiOima/Kodansha Ltd.
<불멸의 그대에게> 1권 초판한정 일러스트카드

특별전 2: 목소리의 형태



나쁜
친구

기획전 1

큐레이터 | 정혜용
만화가, 과학사 만화<역사는 흐른다>, 만화관련 강의



Bad 
friend

PROJECT EXHIBITION 1

Curator | Jung Haeyong
Comics artist. Worked on a comic book for the history 
of science ‘Science Flows’ and provided lectures on
C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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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친구
- 날것 다부진 자화상

기획전

앙꼬 특별전

<나쁜 친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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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최초로 2017년 앙굴렘 국제만화축제 최고 작품상인 
‘황금 야수상’(Le fauve d’or-Prix du Meilleur Album) 후보에 
올라 많은 기대를 모았으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제44회 ‘새로
운 발견상(Prix révélation)’을 받는 등 유럽 전역에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주목 받은 앙꼬의 장편만화 <나쁜 친구>. 부천국제만
화축제는 앙꼬의 ‘새로운 발견상’ 수상을 기념하여 <나쁜 친구> 
를 다시 조명하는 전시를 준비했다. 

2003년 21살의 나이로 데뷔한 이래 10여년이 넘는 창작 기간 
동안 작가 앙꼬는 한결같이 스스로의 삶을 창작의 원천으로 삼
았다. 생기 넘치며 꾸미지 않고 적나라한 작가의 매일의 일상은 
<앙꼬의 그림일기>, <삼십살> 등 자유로운 그림일기의 형식으로 
작품화되었으며, <열아홉>, <나쁜 친구> 연작은 극만화의 형식
을 가지고 차근차근 스스로의 성장기를 되짚었다. 

왜 그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만 가득했던 부조리한 세상과 
어른들. 거기에 요령 없이 몸으로 부대끼는 것 외에 다른 대응법
을 몰랐던 미숙했던 십대. 그 시절에 작가는 소위 말하는 ‘나쁜 
친구’와 알게 됐고 ‘통째로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한다. 스스로 
원해서였건, 원치 않았지만 환경이 그래서였건, 일탈의 궤도에 들
어선 십대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대개 궁핍, 폭력, 가출, 성매매
같이 외롭고 무서우며 해결책이 잘 안 보이는 것들이었다. 열여
섯의 어린 나이에 그런 삶들을 보고 살아온 작가가 이십대, 삼십
대가 돼서 그 시절을 다시 더듬는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
문에 가지는 안도감과, 아직도 거기 있는 친구를 생각하면 가지

큐레이터 | 정혜용

기획전 1: 나쁜 친구

게 되는 죄책감을 가지고 그 때 왜 그랬어야 했는지, 그 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되묻고 또 되묻는다. 자신에게 친구가 어떤 존
재였는지, 자신은 친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곱씹는다.  

다시 들추기엔 딱지가 견고하지 않아 아직도 아픈 상처. 때때
로 큰 슬픔으로 다가오는 기억들을 들춰내 만화화 하는 과정은 
작가에게도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십 여 년의 세월에 걸쳐 고통스러워도 눈 돌리지 않고, 서두르지
도 않으며 차근차근 풀어낸 작가의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 오랜 
시간 공들여 어루만진 만큼 <나쁜 친구>의 인물들은 맥이 뛸 듯 
생생하며, 대사들은 군더더기 없고 찰지다. 공들여 가는 펜으로 
촘촘히 그어 만든 흑백 톤의 그림은 그 속의 담배 냄새, 피 비린
내와 짠 눈물 맛까지 느껴질 듯 생생하고 풍부한 표현력이 돋보
인다.

세상에는 작가가 그 나이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시절을 겪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법이다. 그리하
여 작가가 불량 청소년인 앙꼬로 살아와서 할 수 있었던 이야기. 
이야기 속에서 다시금 한 뼘 더 크고 마는 작가를 느낄 수 있는 
진행형의 성장의 이야기에 우리도 같이 동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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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friend
- Raw and Rugged Self-portrait 

PROJECT EXHIBITION



EXHIBITION

063

기획전 1: 나쁜 친구

Curator | Jung Haeyong

<Bad Friend> is a feature-length comics by Ancco that 
attracted world-wide attention for being the first Korean 
comics to be a candidate of ‘Le fauve d’or-Prix du Meilleur 
Album’ as the top award at the 2017 Angoulême Interna-
tional Comics Festival, as well as received recognition 
all across Europe for the 44th ‘Prix révélation’ awarded 
unanimously by judges. In celebration of winning the ‘Prix 
révélation’,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provided an exhibition in honor of Ancco to shed a new 
light on ‘Bad Friend’.

Since making her debut at an age of 21 years old in 
2003, Ancco has used her life as the source of creation 
during the past ten years. Her lively daily life which is full 
of energy was made into a form of free style drawing di-
ary like <Ancco’s drawing diary> and <Thirty>. The series 
of <Nineteen> and <Bad Friend> shows how she grew up 
in detail in the form of realistic comics. 

Faced with the irrationalities of the world and adults 
that are full of unknown things that cannot be under-
stood, the immature teenager did not know how to deal 
with it except for standing up on her own. During this 
time, the artist met Bad Friend and had an experience 
that completely changed her life. Whether it was because 
of her own choice or due to the circumstances, teenagers 
who participate in deviant behavior cannot find a solu-
tion and will be lonely and scared living in poverty, vio-
lence, prostitution and running away from home. Having 

led such a life at a young age of sixteen years old, Ancco 
looks back after being in her twenties and thirties. She 
relieved for not living like that anymore, but also feels 
guilty for friends who still live like that, making her keep 
asking the question of why she should have done like 
that before and there was nothing else she could do. She 
keeps thinking about what a friend is to her and what she 
means to them. 

It needs a lot of courage for her to draw about her past 
memories that still bring great sorrow every now and 
then because it has not been completely healed yet. 
Therefore, respect goes out to her willingness to talk 
about it in detail in a calm and orderly fashion. She has 
suffered from the past 10 years of confronting the past, 
but she has not avoided it. Having spent a long time cre-
ating the characters for Bad Friend, they are vivid with 
simple and witty dialogues. The black and white tone 
drawings are made elaborately using a pen, making vivid 
and rich expressions that allow readers to feel the smell 
of cigarettes, the smell of blood and the taste of salty 
tears. 

There are stories in the world that can be told only 
because the artist was in that age and those that are 
told because of having gone through such period. So,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the on-going stories of Ancco 
about her life as a juvenile delinquent and how much she 
has g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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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
작가로서 걸어온 길

기획전 1

2003 단편 ‘The Life’, ‘개’ <악진>에 발표. 
 단편 ‘작은 전쟁’ <계간 만화>에 발표.
 <딴지일보> 사이트에 웹툰 ‘앙꼬의 그림일기’ 연재. 
 포털 사이트 <야후>에 웹툰 ‘앙꼬와 진돌이’ 연재.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제작 지원 공모전에 단편부문 ‘엄마’로 금상 수상.

2004  <앙꼬의 그림일기> ①권 출간 .
 SICAF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할머니’로 최우수상 수상.

2005  경기문화재단에 ‘앙꼬의 문화일기’ 연재.
 <LG싸이언 사보>에 ‘여보세요’ 연재.
 단편 ‘진실이를 아시나요’로 동아·LG 국제만화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2007  단편집 <열아홉>(새만화책) 출간.

2008  <앙꼬의 그림일기> ②권 출간.

2010   용산 철거민 참사 1주기를 맞아 철거민들의 살아온 흔적을 그린 이야기  
<내가 살던 용산>(보리) 공저.

2012  16살의 경험을 이야기한 장편 만화 <나쁜 친구>(창비) 출간. 오늘의 우리 만화상 수상.

2013  98번째 일기장을 책으로 엮어 낸 <삼십살>(사계절) 출간.

2015 장애 등급제 폐지운동을 다룬 ‘광화문 인터뷰’로 <섬과 섬을 잇다>(한겨레) 공저.

2016  <나쁜 친구> 프랑스어판 <꼬르넬리우스 Cornelius> 출간.
 벨기에 브뤼셀 만화 박물관 갤러리관에 한국 벨기에 만화 교류 특별전. <나쁜 친구>전 전시.

2017  <나쁜 친구>로 제4회 앙굴렘 국제만화축제(1월 26 ~ 29일 개최)에서 
 <새로운 발견상>(Prix revelation)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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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1: 나쁜 친구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에서 
‘새로운 발견상’(Prix revelation)을
수상한 앙꼬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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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형식의 작품들 - 앙꼬 <삼십살> 중 75쪽

사회적 소통을 제안하는 작품들 - <광화문 인터뷰> 중 23쪽

일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장의 기억 - <열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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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1: 나쁜 친구

나쁜 환경.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다. 아이들은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나간다. - <나쁜 친구> 88쪽

<나쁜 친구> 작품 소개

작가 앙꼬의 작품 세계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의 일상을 일기 형식을 빌어 기록한 작품들로 
크게 한 갈래를 구분할 수 있고 장애인, 노약자, 사회 
부적응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통을 제안하는 
목소리로 다른 한 갈래를 나눌 수 있다. 
그 외에 작가 앙꼬가 가장 공들여 빚는 이야기는 주로 
작가가 스스로 겪었던 경험과 성장의 기억을 테마로 
한다.

2007년에 그린 단편 <열아홉>에서 소위 말하는 
‘불량소녀’로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일탈하고 
방황하는 열아홉 시절의 고민을 생생하게 되살렸던 
작가는 이제 세월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열여섯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소위 ‘나쁜 친구’들과의 어울림, 그로 인해 삶이 
달라졌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일들 투성이였고, 아직 
어린 소녀들은 나쁜 환경 속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막한 현실을 온몸으로 부대끼며 살아간다.

그들에게 완전히 섞여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분리돼 나오지도 못했던 미숙한 십대의 좌충우돌 
속에는 다양한 폭력의 흔적이 멍처럼 얼룩져 남았다. 
부모의 폭력, 친구 사이의 폭력, 학교의 폭력, 사회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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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폭력 - <나쁜 친구> 88쪽

그건 참으로 돌아보기 힘든 기억이었을 것이다. 채 
아물지 않아 다시 들추면 쉬이 터지고 마는 아픈 
상처였으리라. 그러나 작가 앙꼬는 서두르지 않으며,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눈 돌리지 않고 차근차근 기억을 
더듬는다. 그 기억을 제대로 직면해야지만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리라. 

성인이 되어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는 
작가는 그 시절을 종종 회고한다. 가끔은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시절의 이야기를 소재삼아 수다를 떨기도 
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스스로 내상을 입었던 
작가는 깊은 성찰 끝에 되묻는다.

나쁜? 누가 나쁜 걸까? 무엇이 나쁜 걸까?
친구? 친구란 무엇일까? 누가 친구였을까? 누가 
누구에게 친구였을까? 
그리하여 나쁜 친구란 누구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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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1: 나쁜 친구

폭력과 폭력 - <나쁜 친구> 37,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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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하는 정애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진주의 뒷모습 - <나쁜 친구> 172쪽

그런데 나쁜 친구라 한들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작품은 두 친구의 뒷모습으로 끝난다. 천 마디의 
말로도 다 표현 못할 감정을 담고 화장을 하는 정애의 
뒷모습과 그걸 배웅하는 진주의 뒷모습. 누구도 쉽게 
비난하지 않는 십대의 솔직한 성장기는 이 시기를 
거쳐 가고, 거쳐 올 모든 이들에게 큰 공감대를 주는 
울림으로 다가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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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아는 척 하지 못한 주인공의 뒷모습. 말로 다 못할 감정과 회한이 
숙인 등 위에 얹혀 있다. - <나쁜 친구> 165쪽

기획전 1: 나쁜 친구



VR 
웹툰전

기획전 2

큐레이터 | 양병석
(주)코믹스브이 대표 



VR Webtoon 
Exhibition

PROJECT EXHIBITION 2

Curator |  Yang Byoungseok
CEO of ComixV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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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웹툰전
- 가상현실에서 만화를 만나다

지금은 누구나 만화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보는 시대다. 올해 20회로 성년을 맞이한 
부천국제만화축제가 막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에 오늘날 디지털 만화 시대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재미있게도 웹툰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디지털 만화의 시작도 그 무렵 즈음
이었다.

 또 앞으로 20년 후의 우리들은 어떤 만화를 보게 될까? 최근 20년간을 돌이켜 보면 
한국 만화는 디지털 기술 변화의 역사와 같이해 왔다.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만화는 오
래전 선사시대의 동굴벽화부터 시작해왔으니 기술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한국에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가 뜨겁듯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변화가 사회, 경
제, 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분명하다. 그 중 가상현실은 만화에서 자
주 다루어진 상상 속의 소재였다. 하지만 그 마법 같던 기술은 현실로 주어져 새로운 도
전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가상현실 만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VR웹툰전이 기존 전시와 차
별화된 부분은 기존의 유명 한국 웹툰 작가와 함께 한국 웹툰의 특징인 작가의 자율성
을 보장하는 배포 플랫폼과, VR HMD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번갈아 시
청 가능한 크로스플랫폼을 선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웹툰이 미래를 주도할 글로벌 
가상현실 시장에 있어 VR웹툰의 대중화를 위한 본격적인 도전을 시도하는 것이다.

기획전

큐레이터 | 양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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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2: VR웹툰전

VR Webtoon Exhibition
- Coming Across Comics in a Virtual Reality

PROJECT EXHIBITION

Curator | Yang Byoungseok

We live in an age where everyone reads comics with their smart phones 
and computers. As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celebrates its 
20th anniversary this year,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to imagine the age 
of digital comics back in the 1990s when the BICOF first began. Interesting-
ly, webtoons that represent Korea’s digital comics also started around that 
time. How will we read comics twenty years from now? Looking back at the 
past twenty years, the Korean comics have been there along the history of 
changes to digital technologies. Going further back in time, comics started off 
a long time ago with the prehistoric cave paintings, making it not an exagger-
ation to say it has been there throughout the history of technology. 

Si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come a hot topic in Korea, it is 
clear that technology changes will bring changes to the society, economy and 
culture all around the world. Among them, a virtual reality was a topic that 
was often covered in imagination, but the technology calls for new challenges 
faced in reality. 

This is not the first time to hold the VR comics exhibition. However, the VR 
Webtoon Exhibition is different from those held before because it provides a 
distribution platform that guarantees the comics artist’s autonomy featured 
in the Korean webtoons, especially for famous Korean webtoonists, as well 
as offers a cross-platform that enable watching comics in VR (Virtual Reality) 
HMD (Head Mounted Display), the internet and smart phone applications. 
This sets out to challenge the popularization of VR webtoons so that the Kore-
an webtoons can take the lead in the global VR marke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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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2

백성민 Baik Sungmin

한국만화의 거장 백성민 작가의 단편집 <붓노리>

<붓노리> <BwootN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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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2: VR웹툰전

최호철 Choi Hochul

다니면서 바라본 도시의 풍경과 일상을 담았다. 보이는 것을 넘
어 공간과 사람과의 관계까지 그릴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다.

<골목길 거닐기> <Walk the 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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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2

인기 웹툰 <와라! 편의점>이 VR로 돌아왔다! 당신은 오늘부터 
프렌드마트 신입 알바생이 되어 편의점을 습격해오는 진상손님
들을 상대해야만 한다. 친근한 <와라! 편의점> 주인공들과 함께 
편의점 알바생활을 가상 체험하는 본격 버라이어티 편의점 VR
웹툰!

<와라! 편의점 VR> <Welcome To Wara Store VR>
지강민 Ji Gangmin

알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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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2: VR웹툰전

제뉴 작가의 일러스트 모음집. 창작 일러스트와 캐릭터 패러디 
작품을 VR갤러리와 360도 이미지로 즐길 수 있다.

<제뉴360><Welcome To Wara Store VR> <Zenyu360>
제뉴 Zen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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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2

1592년, 전라도 점령을 위해 의령으로 진군하는 2천의 일본군과 
맞선 50여명의 의병들... 홍의장군의 전설, 그 시작이 된 정암진 
전투!

<정암진鼎巖津> <Jung-am-jin>
고일권 Ko Ilkwon

1화 - 밀려오는 파도

2화 - 몰아치는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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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2: VR웹툰전

화성에 도착한 4인의 이리듐 채굴단. 그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폭발로 하나둘씩 사라져 간다. 과연 그들에게 닥친 사건의 정체
는 무엇일까?

<온 더 마스><Jung-am-jin> <On The Mars>
환쟁이 WhanJ



한ㆍ벨
만화교류전

기획전 3

큐레이터 | 조익상
가끔 전시 큐레이팅도 하는 만화평론가, <주간경향> 등에 
만화 평론을 쓰고 있다



Belgian Korean 
Comics Exhibition

PROJECT EXHIBITION 3

Curator | Jo Iksang
Comics critic who occasionally work as exhibition curator. Work as
a comics critic for <the Weekly Magazine of Kyung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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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 만화교류전
-  ‘청년靑年’ La Jeunesse
   파랑의 스펙트럼 展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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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3: 한ㆍ벨 만화교류전

청소년(靑少年)에서 어림을 의미하는 ‘소(少)’가 빠지면 청년
이 된다.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다는 의미다. 젊지만 어리지는 않
은, 그리고 푸른 시절(靑年)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청년이다. 문
자가 가리키는 의미만 놓고 보자면 그렇다. 게다가 불도 파랗게 
빛날 때 더 뜨겁다. 이렇게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청년은 뜨겁
게 빛나는, 가장 환한 시절이고 그 시절을 보내는 이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말은 그 쓰임을 통해 의미가 통용된다. 인
터넷에서 ‘청년’을 검색해 보면 ‘청년취업 성공패키지’나 ‘청년실
업’ 등의 검색어가 따라붙는다. ‘청년 문제’라는 조어가 연상되는 
여러 상황들이 청년이라는 말에 붙어 있다. 뿐만 아니다. 구의역
에서 죽어간 김군도, 강남역에서 살해당한 20대 여성도, 그 살인
자도 모두 청년이었다. 공교롭게도 영어에서 청년의 파랑(靑)은 
blue, 즉 우울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청년의 푸른 시절은 어쩌면 
푸르게 빛나는 만큼이나 우울한 나날(blue days)인지도 모른다.

이런 아이러니를 담뿍 담고 있는 ‘청년’, 그 시절을 그린 작품 
여섯 편을 이번 전시에서 소개한다. 역시나 ‘청년’의 아이러니를 
진득이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에서 쏟
아지는 소나기 같은, 그런 아이러니가 작품마다 엿보인다. 

하지만 그 뿐 아니다. 벨기에에서 활동하는 작가 셋, 한국에서 
활동하는 작가 셋. 작품들은 모두 그들의 청년 시기에 발표된 작
품들이다. 작가는 물론 캐릭터들의 경험과 정체성도 다채롭다. 
여섯 작품을 통해 그들을 만나다 보면, 푸르게 빛나고 파랗게 우
울하다는 아이러니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다종다양한 것이 
청년의 삶이라는 생각도 든다.

여자 청년의 이야기와 남자 청년의 이야기가 다르고, 인생을 
바라보고 보내는 방식에 따라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불쑥 

큐레이터 | 조익상

찾아온 이별 혹은 병마와 마주하는 이야기도 있다. 타국으로의 
여행도, 과거로의 침잠과 성찰도, 만남과 일상에 대한 재해석도 
이 청년들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 

어쩌면 청년이란 어디로 가도 파란불만 켜져 있는 시절일지도 
모르겠다. 사랑, 즐거움, 이별, 고통, 사건, 만남, 머무름, 환멸 등
등 온갖 경험을 향한 길들이 모두 파란불이다. 사방팔방이 모두 
파란불이니 접촉 사고도 충돌 사고도 잦을 수밖에. 사고를 향한 
길마저 파란불이니, 온갖 가능성으로 어지러운 시절이야말로 ‘청
년’인 걸까.

말장난이 지나쳤다. (영어로도, 불어로도 번역될 글인데 번역
자의 고생길이 눈에 훤하다.) 이게 다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새파
란 스무 살이 된 탓이고, 마침 초청한 작가들의 청년 이야기가 더
없이 푸르른 탓이다. (그래서 큐레이터는 시퍼렇게 질렸다.) 작가
들의 6색, 부천국제만화축제의 1색, 관람하는 당신의 1색을 더해 
8각형의 파란 스펙트럼이 탄생했다. 

당신과 우리의 이 ‘푸른 시절’을 그 스펙트럼 속에서 속 깊게 
만나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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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gian Korean Comics Exhibition 
- La Jeunesse
  the spectrum of the blue, La Jeunesse
  le spectre du bleu, La Jeunesse

PROJECT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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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3: 한ㆍ벨 만화교류전

Turning from a teenager into a youngster means that 
you are no longer little anymore. You are young but not 
little, but spending the green days of life as a youngster. 
Also, a fire is hottest in the middle where you stand in 
your life. In this sense, youth is the most shining and hot-
test period of your life.

However, the words we get their meaning from how 
we use them commonly. If you search the word ‘youth’ 
on the internet, the most commonly used relevant words 
are youth employment package or youth unemployment. 
Youth problems associated with various circumstances 
have added new words to youth. In addition, the young 
man who died in Guui Station and the young woman in 
her twenties who died in Gangnam Station, and even the 
one who killed her were all young people. Unfortunately, 
the Korean word for youngster uses the Chinese char-
acter ‘blue’, but blue in English has a gloomy meaning. 
Maybe it is because the days of youth can shine brightly 
but also it can be sad like blue days. 

Thinking about the irony behind the word ‘youth’, 
we would like to introduce six comics at this exhibition, 
which showcase the irony of youth like a shower pouring 
down all of a sudden from a blue sky without any cloud. 

The works are by three comics artists working in Bel-

Curator | Jo Iksang

gium and three comics artists working in Korea, which 
were published during their early days. The experiences 
and identities of both the authors and characters are 
various. Visitors can witness a wide spectrum of what the 
life of youth is like from these six pieces of works, which 
portray both darkness and brightness. 

There are stories about young men and women, as 
well as different way of looking at life and a sudden fare-
well or fighting against illness. Also, there are a journey 
to another country, reflecting back at one’s past and re-
interpretation of meetings with other people in daily life.

Perhaps youth is a time when you walk on the path of 
green lights wherever you go. The green lights are given 
to love, happiness, farewell, pain, incident, meeting, 
staying, disillusion and so on. This means it is inevitable 
to get into collisions more often since there are only 
green lights, making youth a difficult time for everyone 
with too much of the potential.

All of this wordplay is to congratulate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for its 20th year, as well 
as the artists invited to the festival. A blue spectrum of 
8 octagonal cuts is made, including six colors of comics 
artists, one color of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and one color of the visitors. Hopefully, you can 
meet your own blue days of youth at the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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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3

1977년 경남 진주 생. 만화학과에 입학하자마자 1998년 서울문
화사 신인만화공모전에서 수상했다. 제대 후 2002년 동아/LG 국
제만화페스티벌 극화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영점
프>에 실린 단편 <공룡둘리>로 큰 화제를 모았다. 김수정 작가
의 <아기공룡 둘리>를 패러디해 어른이 된 둘리의 현실을 그린 
이 작품에 다른 단편들을 모아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2004)를 출간했다. 이어진 <습지생태보고서>(2005)는 작가의 
대학 시절 생활을 재기발랄하면서도 음습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초기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이후 <대한민국 원주민>, <100도씨
>, <울기엔 좀 애매한>, <지금은 없는 이야기>, <송곳> 등을 발
표하며 대표작을 매번 갱신해가고 있다.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
션축제 단편상, 대한민국 만화대상 우수상, 부천만화대상 대상, 
한국출판문화상 아동청소년 부문 대상, 오늘의 우리만화상 등 
한국에서 만화로 주는 상은 대부분 수상했다.

Choi Gyuseok was born in Jinju, Gyeongnam in 1977. 
After entering university to study comics, he won a prize 
at the 1998 New Comics Artist Contest held by Seoul 
Cultural Publisher. After being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he won the grand prize in realistic comics at the 
2002 Donga/ LG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and he 
gained popularity in the following year for publishing a 
short comics <Dinosaur Dooly> in Young Jump Maga-
zine. It was a parody of Kim Soojung’s original version 
of <Baby Dinosaur Dooly>, which portrayed Dooly’s 
reality as an adult. He published the comic book <A Sad 
Homage to Dinosaur Dooly> (2004) that included other 
short comicss. His early representative works include 
<Swampland> (2005) that portrayed the university days 
wittily with a dark side. His numerous representative 
works include <Native Korean>, <100℃>, <Nothing to Cry 
About>, <Stories that Do not Exist>, and <Songgot>. Also, 
he won most of the awards given to comics, including 
the Best Short Comics at the Seoul International Cartoon 
& Animation Festival, the Excellence Prize at the Korea 
Comics Awards, the Grand Prize at the Bucheon Comics 
Awards, the Best Youth Prize at the Korea Publishing Cul-
ture Awards, and the Today’s Our Comics Awards. 

최규석

Choi Gyuseok

<습지생태보고서> (2005) 중 1화 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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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생.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했고, 한겨레 출판만화학교에
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인터넷 ‘한겨레 훅’에서 연재한 <나
라의 숲에는>(2013)을 첫 책으로 출간했다. 이 작품으로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했다. 인권 잡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에  
<우리 ‘집’ 이야기>를 연재했으며, 현재는 어린이 잡지 <개똥이
네 놀이터>에 <나리나리 고나리>를 연재하고 있다. 오랫동안 만
화를 그리면서 틈틈이 여행도 하고, 작은 정원도 가꾸는 삶을 꿈
꾸며, 남편과 아이,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다.

Ryu Seunghee was born in 1982. She studied psychology 
in university and began drawing comics and comics at 
the Hangyeore Comics Publishing Academy. She pub-
lished her first comic book <In the Forest of Nara> (2013), 
which was serially published in Hangyeore Hook and 
won Today’s Our Comics Awards. She serially published 
<Our Home Story> in a human rights magazine called 
<Sesang Ul Tudurinun Saram>, and currently creating 
a series <Narinari Gonari> for the children’s magazine 
‘Gaetong’s Playground’. For a long time, she wishes to 
draw comics and travel around and she dreams of a life 
looking after a small garden. She currently lives with her 
husband, children and a cat.

류승희 Ryu Seunghee

<나라奈良의 숲에는> (2013)

기획전 3: 한ㆍ벨 만화교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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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후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했고 스물일곱 살이 되던 해 겪은 암 투병을 계기로 만화를 그리
기 시작했다. 스스로의 투병 생활을 담아낸 <3그램>은 2012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지원작으로 선정되었고 프랑스에서 먼저 출
간되었다. <3그램> 출간 이후로 <나의 병원 일기>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공간으로 한 릴레이 전시를 이어갔다. 2011년 단편 <반
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로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대상을 받
았다.  2016년에 두 번째 장편 <스트리트 페인터>를 발표했다.

After majoring in Western painting at university, she 
worked as a freelance illustrator. She started drawing 
comics after going through treatment for cancer at the 
age of 27 years old. The comic book <3 gram> that con-
tained her years under medical treatment was chosen 
by the Seoul Animation Center in 2012, which was first 
published in France. After its publication, she was invited 
to held a relay exhibition at hospitals under the name of 
<My Hospital Diary>. In 2011, she won the Grand Prize at 
the Korea Creative Cartoons Contest for her short com-
ic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a Class President>. In 
2016, she published her second full-length comics called 
<Street Painter>. 

수신지 Susinji

<3그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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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생인 Conz는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다. 네덜란드
어로 두 권의 그래픽노블- <내가 세상의 보스였던 시절 toenik 
nog Baas van de Wereld was>(2005 Turnhout만화축제 최
고 데뷔작품상 수상작), <두 번째 키스 De TweedeKus>- 및 여
러 편의 단편을 발표한 바 있다. 2011년에 출간된 <별들 어딘가 
Quelque part les étoiles>는 <두 번째 키스>의 프랑스어 판이
다. 현재는 다른 작가들 작업에 스토리를 쓰는 한편으로 새로운 
SF 만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쓰기와 그리기 작업 외에 예술 
강사로서의 일도 병행하며 가족과 함께 벨기에 오스탕 해변 마
을에서 살고 있다.

Conz, born in 1977 draws comics, cartoons and illustra-
tions. He published two graphic novels in Dutch, includ-
ing <toenik nog Baas van de Wereld> was (winner of the 
Best Debut Cartoon at the 2005 Turnhout Comics Festi-
val), and <De Tweede Kus>, as well as other short comics. 
In 2011, <Quelque part les étoiles> was published, which 
is the French version of <De Tweede Kus>. Currently, he 
works with other comics artists’ works as a story writer, 
while also working on new SF comics. Besides drawing 
and writing, he works as a fine art lecturer and live with 
family along the Ostende Beach in Belgium. 

콘즈 Conz

<별들 어딘가> (2011)

기획전 3: 한ㆍ벨 만화교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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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크 고블레는 196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태어났다. 생 뤽 
인스티튜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다양한 예술 도
구 및 매체를 활용해 폭넓은 비주얼 스토리텔링 스타일을 구
사하는 작가로 이름났다. 마음 맞는 출판사와의 꾸준한 협업
도 고블레의 특징이다. 실험적인 만화의 산실로 정평이 난 만
화 출판사 Frémok와는그 탄생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오며
<닮은 꼴Portraits crachés>(1997), <최고의 하루 기억하
기 Souvenir d’unejournéeparfaite>(2002), <늑대/남자
들 Les hommes-loups>(2010) 등 여러 책을 함께 펴냈다. 또
한 파리의 유명 출판기업 L’Association과 함께 <시늉은 거짓
말 Faire semblant, c’estmentir>(2007)과 <크로노그래피
Chronographie>(2010)를 펴냈다. 앙굴렘을 비롯하여 여러 만
화상을 수상하거나 이름을 올렸으며, 최근에는 독일 만화가 Kai 
Pfeiffer와 협업해 <동의한다면 더 Plus si entente>(2014)를 
출간했다. 대표작 <시늉은 거짓말>은 영어, 스페인어 등 7개국
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Dominique Goblet was born in Brussel, Belgium in 1967. 
She studied illustration at Saint Luc Institute. She is 
known for utilizing diverse art tools and media to ex-
press her visual storytelling style. Another strength she 
has is working closely with a few congenial publishers. 
The Bande dessinée publisher Frémok is well known for 
experimental comics and she has been working closely 
with them from its foundation to publish several books, 
including <Portraits crachés> (1997), <Souvenir d’un-
ejournéeparfaite> (2002), and <Les hommes-loups> 
(2010). Also, she published with a famous Paris publisher 
L’Association, including <Faire semblant, c’estmentir> 
(2007) and <Chronographie> (2010). She won many 
awards, including Angouleme. Recently, she worked in 
collaboration with the German comics artist Kai Pfeiffer 
to publish <Plus si entente> (2014). Her most representa-
tive work <Faire semblant, c’estmentir> was translated 
into seven languages, including English and Spanish. 

도미니크 고블레 Dominique Goblet

<시늉은 거짓> (2007, 영어판은 2017)
대사 “이것 좀 봐. 겁낼 필요 없어. 이건 “웃음”이란 거야. 보면 손가락질 하면서 웃어줘야 해. 
널 겁주는 무언가 앞에선 웃어 넘기는 거야. 봐. 웃으면 다 해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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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벨기에 익셀에서 태어났다. 아직 10대이던 1973년부
터 <스피루>지에서 활동했으며 1977년에 정식 데뷔했다. 이후 
1978년부터는 그만의 캐릭터 브루사이유(Broussaille)를 창조
해 시리즈를 이어갔다. 시적이며 철학적인 만화 영웅인 브루사이
유는 작가의 분신이나 다름없다. 프랑크 페는 이 시리즈로 많은 
만화상을 수상했는데 특히 이번 전시작 <고양이의 밤 La Nuit 
du Chat>은 시리즈 세 번째 출간작으로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에
서 수상한 바 있다. 렐랑(L’Elan)이라는 새 캐릭터도 역시 창조해 
<스피루>지에서 시리즈로 연재(1981~1986)했다. 일본 고단샤와 
협업을 진행하거나 미국 워너브라더스 영화의 캐릭터 개발을 맡
는 등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물 애호가
로도 유명한데, 만화로 동물원 3부작을 발표한 것은 물론이고 동
물 동상을 제작해 동물관련 NPO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악어를 
비롯한 어류, 양서류, 파충류를 기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신
문 만화 고전인 <리틀 네모>를 자신의 손으로 부활하려고 애쓰
고 있다.

Frank Pé was born in Ixelles in 1956. Starting from 1973, 
he worked for the magazine <Spirou> when still in his 
teens, and made his official debut in 1977. Since 1978, he 
created his own character Broussaille to make a series. 
As a poetic and philosophical comics hero, Broussaille 
is his other self. Frank Pé won many awards with this se-
ries, especially <La Nuit du Chat> at this exhibition was 
the third published series, awarded at the Angoulême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The new character L’Elan 
he also created was serialized for the magazine <Spir-
ou> (1981-1986). Hi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reaches 
the Japanese publishing house Kodansha, and he even 
worked on developing movie characters for Warner 
Bros Studio. He is also famous as an animal lover and 
announced three works on zoo, while also contributing 
to NPOs related to animal protection by making animal 
statues. He raises crocodiles, fishes, amphibians and 
reptiles, and recently working hard to restore the US’s 
old newspaper comics <Little Nemo>. 

프랑크 페 Frank Pé

<브루사이유> 시리즈 중 
<고양이의 밤> (1989)

기획전 3: 한ㆍ벨 만화교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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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 최 민
시사만화가



World Editorial 
Cartoon Exhibition

PROJECT EXHIBITION 4

Curator | Choi Min
Editorial cartoonist



BICOF 2017

096

세계시사만화전
-  풍자만화의 기원 그리고 시사만화의 현재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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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4: 세계시사만화전

<세계시사만화전>은 시사만화의 출발과 현재 그리고 그 안
에 담긴 시대상과 가치를 조명해 보는 기획전이다. 이 전시에서
는 풍자만화 개척자이자 근대 시사만화의 기원인 오노레 도미
에(Honore Daumier, 1808~1879)의 풍자만화와, 프랑스 풍자 
화가들의 전성기였던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앙드레 질(Andre 
Gill, 1840~1885)의 작품,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
사만화가와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시사만화는 한 시대의 사회상과 시대의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매일 한 컷의 
시사만화를 보며 내가 살아가는 동시대의 단면을 본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사만화가 주는 통쾌함이나 기지, 재치는 우
리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며, 사회의 한 단면을 바라보는 비판
력과 통찰력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 내용이 정치적이든, 사회 풍
자적이든 문화 비판이든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 낸 우리들의 이야
기이기 때문에 더욱 친근하고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든다.

시사만화는 사회의 아픔과 모순, 부조리를 다루기 때문에 시
대와 장소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 전시를 통해 
현시대의 아픔과 청년의 현실을 함께 공감했으면 한다. 우리 시
대의 부정과 부패, 차별과 몰상식을 풍자하고 절대 권력과 기득
권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세계 다
양한 매체의 시사만화가들에게 존경과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 자료조사 : (국내)권범철, 전진이 (해외)김명열
• 타이틀 캘리그라피 : 김호룡
• 작가초청(Pat Bagley) : 주한미국대사관
• 후원 : 전국시사만화협회, 프랑스 국제 시사만화 살롱

세계시사만화전은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섹션1>
‘근대 시사만화의 기원전’은 도미에, 앙드레 질 등의 작품이 
1860년대에 발행된 신문 원본 그대로 전시된다.

<섹션2> 
‘세계시사만화전’에서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명의 시사만 화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다양한 
시각의 작품 50점을 선보인다.

<섹션3> 
‘청년2017 표류기’는 국내 시사만화가들이 우리시대 청년의 
문제를 촌철살인의 풍자와 해학으로 보여준다.

큐레이터 | 최 민 

Gargantua, a lithography by Honoré Daum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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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ditorial Cartoon Exhibition
-  Origin of Satire Cartoon and Today’s 
Editorial Cartoon  

PROJECT EXHIBITION

Arsène Houssaye; Caricature parue dans L'Eclipse du 28 juin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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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Editorial Cartoon Exhibition was held to 
shed light on the origin and present of editorial cartoons 
and what is represented and the values behind them. 
The exhibition showcases the satire cartoons of Honore 
Daumier (1808-1879) who originally created modern ed-
itorial cartoons and started satire cartoons, while also 
the works of Andre Gill (1840-1885) who worked in the 
late 19th century during the peak of French satire artists 
and famous editorial cartoons of domestic and overseas 
cartoonists.  

Editorial cartoons portray the social aspect of life and 
the awareness of time for a certain period. Therefore, we 
can see a side of the age we live in today by reading an 
editorial cartoon everyday through various forms of on-
line and offline media. In addition, editorial cartoons give 
a sense of triumph with witty criticism and insights that 
bring energizer to our life. Since the content is political, 
social satire, or cultural criticism, it is something that is 
closely related to our life and can easily create a consen-
sus among people.

Since editorial cartoons share a consensus that tran-
scends time and space by touching upon irregularities of 
the society, we hope that visitors at the exhibition share 
the pains of today’s young people and the present time. 
We would like to show respect to all editorial cartoonists 
around the world who are courageous and do not hesi-
tate to criticize absolute power and vested rights by sat-
irizing irregularities, irrationalities and corruption in the 
society. 

The World Editorial Cartoon Exhibition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sessions:
 
<Session 1>
‘Modern Editorial Cartoon’s Origin’ showcases the 
original newspapers published in the 1860s of works by 
Daumier and Andre Gill. 

<Session 2> 
‘World Editorial Cartoon Exhibition’ showcases 50 
cartoons by twenty editorial cartoonists on a wide 
spectrum of genre on freedom of expression, who are 
currently working in Europe, Africa and the Middle East. 

<Session 3> 
‘Youth 2017 Survival’ showcases satire and humor of 
youth problems of today’s times by Korean editorial 
cartoonists. 

Curator | Choi Min

• Research: �Domestic) Kwon Bumchul, Jeon Jinlee�
Overseas) Kim Myungyul

• Title Calligraphy: Kim Horyong
• Invited artist (Pat Bagley):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Seoul
• �Sponsorship: The Association of Korea Editorial Cartoon, 

Exposition réalisée par le Salon International de la 
Caricature, du Des in de Presse et d'Humour de Saint-Justle-
Mar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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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2017 
표류기

Youth 2017
Drifting Records

사막, 미로,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계단, 쳇바퀴, 
선이 뒤틀린 트랙. 이 시대 청년의 서식 환경이다. 
 
이곳의 법은 ‘무한경쟁’, ‘승자독식’이다. 그런데 결
국 ‘승자’는 없다. 다만, ‘생존한 자’가 있을 뿐이다. 
진정한 승자는 이 경쟁에 들 필요가 없는 이들이다. 
그러니 여기는 거대한 ‘세월호’다. 

그렇다면 과연 ‘생존’은 ‘생존’일 수 있을까?
사막에서 살아남았음을 증명한 청년 앞엔 수십 개
의 ‘바늘구멍’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사방이 높
은 ‘벽’인 ‘절대고립’이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손바닥’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찢기고 부서져 거
리에 뒹구는 그런 ‘희망’이라도 끼워 맞춰 ‘종이배’
를 만든다. 풀밭 위에 띄운다. 바람이 불어 약간 흔
들리면 앞으로 나아갈 것 같기도 하다. 

그 정도의 희망으로 오늘을 산다. 

Today’s youth need to survive from an environment like desert, 
maze, buses that don’t come, stairs, and tracks without proper lines. 

We are living in a time of infinite competition where only the winner 
survives. However, in the end no one wins and only the ones who 
survive live on. The real winners don’t have to jump into this compe-
tition, making this place a huge Sewol Ferry. 

Then, is survival actually a survival? 
There are dozens of holes made by a needle in front of a young man 
who survived from the desert, making the high walls everywhere an 
absolute isolation and where you cannot escape from even if you 
want to. 

However, there is still a paper ship made of hope that is torn up but 
still sailing. We set the ship afloat on top of the grass and it seems to 
move forward a little in the wind. 

We live on with just this glimpse of hope. 

[참여작가]
권범철(한겨레신문) 
김상민(경향신문) 
김성규(조선일보) 
김윤(옥천신문) 
김홍기(기호일보) 
서동진(경남도민일보) 
서민호(국민일보) 

국내 시사만화가 청년전 KOREAN EDITORIAL CARTOONIST 
YOUTH EXHIBITION 

서상균(국제신문) 
설인호(PD저널) 
성덕환(경향신문)
심세연 안종만 오금택 
윤대영(세계일보) 
이동수(월간 작은책) 
이성열 장봉군(전 한겨레신문) 

장승태(순천향대학교) 
전진이(국민일보) 
정윤성(새전북신문) 
조영남(한국경제신문) 
천명기(경산신문) 
최승춘 최인수 최주호 최해솔(전 세계일보) 
하재욱(안녕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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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사만화가 청년전

서민호(국민일보) 김성규(조선일보)

권범철(한겨레신문)

기획전 4: 세계시사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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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경향신문) 오금택

장봉군(전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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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4

기획전 4: 세계시사만화전

프랑스 | 르몽드(LE MONDE) 신문
쁠랑뛰(PLANTU)

[작품설명]
‘모든 과정에 음악 수업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조용해져요”

나이지리아
테이오(TAYO)

[작품주제]
기아

[참여작가]
FILMO(France)
COCO(France)
PLANTU(France)
TAYO(Nigeria)
Michel KICHKA(Israel, State of Israel)
GHENAS(France)
TAYO(Nigeria)
ERDOGAN BASOL(Turkey)
EDER(Portugal)
FADI ABU HASSAN(Norway)
MITRAKI(Greece)

MIRIAM(France)
VICTOR KONONENKO(Ukraine)
LUKYANENKO(Ukraine)
KHALID(Morocco)
KIKI(Algeria)
ALEX(France)
STAVRO(Lebanon)
KHAY(France)
CHAPPATTE(Switzerland)
BIZ(France)
CHARROT(France)

SOULEYMANE NDIAYE(Switzerland)
GROCE(France)
ZLATKOVSKY(Russia)
VOMORIN(France)
LOUIS VUITTON(France)
BATISTI(France)
BALLOUHEY(France)
PHILBAR(France)
MITRAKI(Greece)
MARTIN LINDEN(Belgium)
CAGLE(United States of America)

세계
시사만화전



BICOF 2017

104

우크라이나
빅토르 코노넨코 (VICTOR KONONENKO)

[작품주제]
표현의 자유

모로코 | 바두비(BADOUBI)
칼리드 (KHALID)

[작품주제]
표현의 자유

레바논 | 라 흐뷰 드 리반 (LE REVUE DE LIBAN)
스타브로 (STAVRO)

[작품설명]
표현의 자유

스위스 | 르 땅(LE TEMPS)
샤파트 (CHAPPATTE)

[작품설명]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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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설명]
시리아 난민 어린이 알란 쿠르디의 사체가 터키 해변에 떠밀려왔을 때 
세계는 자신의 머리를 모래바닥에 파묻어버렸다.

When the body of Alan Kurdi, a Syrian refugee, washed up on 
a beach in Turkey, for the most part the world chose to bury 
its head in the sand.

시사만평가 | 팻 배글리

팻 배글리는 솔트 레이크 트리뷴(Salt Lake Tribune)의 시사만
평가이다. 약 40년간 트리뷴사와 함께 했으며 미국 전체에서 한 
신문사에 가장 오래 근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의 만평은 전 
세계적으로 실리며 가디언지, 아이리시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월
스트리트저널과 타임매거진 등에 게재되었다. 그는 허블럭 프
라이즈(Herblock Prize), 아론슨 사회정의 부문상(Aronson 
Award for Social Justice), 2014 퓰리처상 최종후보, 프랑스 
St-Just Salon Prix de l'humour Vache 공동수상 등 다수의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였다.
팻 배글리가 4B 연필과 종이로 매일 그려내는 만평은 권력과 부
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향인 유타 주에서 유명한 그는 미국 
정치를 주 비평 소재로 삼는다.

Pat Bagley is the editorial cartoonist for The Salt Lake Tri-
bune. He has been with the Tribune for almost 40 years 
and is the longest serving cartoonist for a newspaper in 
America today. His cartoons are syndicated worldwide 
and have appeared in The Guardian, Irish Times, Wash-
ington Post, The Wall Street Journal and Time Magazine.
Bagley has won several prestigious awards, including 
the Herblock Prize, the Aronson Award for Social Justice, 
finalist for the 2014 Pulitzer Prize, and he shared the in-
ternational Prix de l’humour Vache at the St-Just Salon in 
France.
Working with a 4B pencil and paper, Bagley creates car-
toons every day that take aim at the powerful and cor-
rupt. He is a household name in his home state of Utah 
and is a frequent critic of American politics.

팻 배글리(미국시사만화협회 회장) Pat Bagley

기획전 4: 세계시사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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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4

근대시사만화의 
기원

[참여작가]
Honoré Daumier(1808 ~ 1879) 
ANDRE GILL
CHARLES LEANDRE(1862-1934)
LE PETIT FILS

PEPIN(1842-1927)
HENRI MEYER

BELLERY DESFONTAINES(1867-1909)

LA LUNE ‘라 륀(달)’지

[신문설명]
1865년 창간된 프랑스 풍자만화 주간지로 1867년 풍자 
작가 앙드레 질(ANDRE GILL)의 나폴레옹과 교황에 대한 
풍자만화로 인해 1868년에 강제로 폐간.

[작품설명]
· 1867 년 12월 1일
· 앙드레 질(ANDRE GILL) 작 
1719년 발표된 장편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주제로 만든 
오페바슈(OFFENBACH)의 오페라 ‘로비슨 크루소’에서 
‘프라이데이’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LE GRELOT ‘르 그를로(방울)’지

[신문설명]
1871-1903년까지 아흐놀드 모르티에(ARNOLD MORTIER)가 
발행한 반 교권주의적 성향의 만평 주간지로서 당시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열의 대상이었다.

[작품설명]
· 1889년 6월 30일
· 페뼁(PEPIN) (1842-1927) 작
  ‘3두 마차의 결합’, ‘오스트리아’, ‘크리스피’, ‘어떤 결론이 날까’



세계만화
자료전

The World Comics 
Archive Exhibition

기획전 5

PROJECT EXHIBITION 5

큐레이터 | 오미진
제19회,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 큐레이터

Curator | Oh Mijin
Exhibition curator for the 19th and 20th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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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만화자료전
-  올해의 만화를 만나다 

<세계만화자료전>은 제19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기간에 열린 
2016 글로벌 만화도시 네트워크 개최 결과, 세계 각국 만화박물
관에서 매년 올해의 만화 10선을 선정 후 자료를 교환하기로 협
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한 전시이다. 글로벌 만화도시 네트워
크는 매해 여름 부천에서 세계 만화도시 간 국제 네트워크를 활
성화하고, 국내 만화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며,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본 전시에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일본 교토만화박물관
(Kyoto International Manga Museum), 기타큐슈만화박물관
(Kitakyushu Manga Museum), 프랑스 국제만화이미지시티
(CIBDI), 벨기에 만화박물관(Belgian Comic Strip Center), 이
탈리아 루카만화&게임축제(Lucca Comics&Games) 총 6개 기
관에서 선정한 올해의 만화를 대중에게 소개한다. 

한국만화박물관을 운영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작년 말 
만화 학계, 관계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만화포럼 위원들을 대상
으로 회의를 열어 한국 만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선정한 만
화 10선을 전시한다. 

일본 교토만화박물관과 기타큐슈만화박물관은 일본의 대표적
인 만화박물관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는 오랜 기간 교류해
오고 있다. 도서 선정은 일본의 대표적 만화잡지 ‘프리 스타일’이 
매년 실시하는 ‘이 만화를 읽어라! (このマンガを読め!)’ 의 만화 

기획전

큐레이터 | 오미진

작품 순위에 따랐다. 이는 만화 연구자, 평론가 등 전문가 50여명
에게 의뢰 후 학술적으로 평가하여 높은 신뢰를 받는다.

프랑스 국제만화이미지시티는 세계 대표적 만화축제인 ‘앙굴
렘 국제만화축제’를 운영한다. 본 전시에서는 프랑스 만화창작을 
대표하고, 다양한 스타일과 주제를 다룬 도서를 소개하며, 주제
는 자전적 이야기에서부터 사회·정치적 문제까지 매우 다양하다.

탱탱(Tin Tin)과 스머프(The Smurfs)의 고향 벨기에 브뤼셀
에는 유럽 만화의 수도를 표방하는 벨기에 만화박물관이 있다. 
벨기에 만화박물관은 명성에 걸맞게 벨기에 뿐 아니라 국경을 넘
어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의 도서를 소개하였다.

이탈리아 루카만화&게임축제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
아의 대표적 만화축제이다. 만화전문점과 가판대에서 성장한 이
탈리아 만화는 ‘그래픽 노블’ 붐을 타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서적과 같은 편집 구성 방식이면서 내용은 
전통 그래픽 노블에서부터 시리즈물의 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장르의 도서를 소개한다.

이번 전시가 부천국제만화축제와 세계 각국 만화축제 및 박물
관 간에 자료 교환의 모범적 모델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점차 
참여 기관의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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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or | Oh Mijin

기획전 5: 세계만화자료전

The World Comics Archive Exhibition
- Comics of The Year

PROJECT EXHIBITION

As a result of the 2016 Global Comics City Networking 
which held during the 19th Bucheon International Com-
ics Festival, The World Comics Archive Exhibition was 
held based on the agreement to exchange data after se-
lecting this year’s top ten comics by each country’s com-
ics museum. Global Comics City Networking is held every 
summer in Bucheon to promote international networks 
between global comics cities, strengthen domestic com-
ics industry’s capability and establish the bridgehead for 
overseas market entry. 

This exhibition introduces this year’s top comics 
selected by six institutions, including Korea Manhwa 
Contents Agency(Korea), Kyoto International Manga Mu-
seum(Japan), Kitakyushu Manga Museum(Japan), La Cité 
Internationale de la Bande Dessinée et de L’image(CIBDI)
(France), Belgian Comic Strip Center(Belgium), and Lucca 
Comics & Games Festival(Italy).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running Korea Man-
hwa Museum, held a manhwa forum meeting which is 
consisted of experts in comics academia to comprehen-
sively evaluate Korean comics and select top ten car-
toons for the exhibition. 

The representative comics museums of Japan, Kyoto 
International Manga Museum and Kitakyushu Manga Mu-
seum, have a long history of exchanges with Korea Man-
hwa Contents Agency. The selection of books followed 
the ranking of comic books in ‘Read This Comic! (このマン
ガを読め!)’, which is conducted annually in Japan’s rep-

resentative comics magazine ‘Free Style’. This is highly 
reliable for receiving academic evaluation from about 50 
experts, including researchers and critics in comics. 

The CIBDI runs the world-famous comics festival, An-
goulême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At this exhibition, 
books that represents French comic books and handles 
a diverse spectrum of style and theme are introduced 
hat cover from autobiographical concepts to social and 
political issues.

The Belgian Comic Strip Center, claiming to be the 
capital of European comics located in Brussel, Belgium, 
is home to famous comics like Tintin and The Smurfs. 
In accordance with its fame, it introduces comics artists 
all across Europe, including not only Belgium but also 
France, the Netherlands and Spain.

Lucca Comics & Games is Italy’s representative comic 
festival that boasts of a long history. Italian comics are 
enjoying their glory days once again due to the boom of 
graphic novels that grew from comics specialty stores 
and kiosks. At this exhibition, comic books written in 
diverse genres are introduced from traditional graphic 
novels that are edited like books to a comic series. 

Looking forward to becoming this exhibition as an 
exemplary model for exchanging data between the Bu-
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and other comics 
festivals as well as museums around the world. We are 
planning to gradually increase the number of participat-
ing institu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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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이나래
˙연재처:  카카오 페이지(한국), 델리툰(프랑스), 코미코 플러스(일본), 

콰이콴(중국), 태피툰(미국)
˙연재기간: 2014. 10. 22. ~ 연재 중
˙출판사: 씨엔씨레볼루션
˙출간일: 2015년 11월 27일
˙ 2016 대한민국 콘텐츠대상(Korea Content Awards 2016) 만화분야 

우수상(문화체육부장관상)

˙작가: 양영순
˙연재처: 네이버 웹툰(한국)
˙연재기간: 2010. 1. 8. ~ 연재 중
˙출판사: 네오카툰
˙출간일: 2015년 1월 20일
˙2016 오늘의 우리만화(문화체육부장관상)

˙작가: 최규석
˙연재처: 네이버 웹툰(한국)
˙연재기간: 2013. 12. 16. ~ 연재 중
˙출판사: 창비
˙출간일: 2015년 5월 20일
˙ 2016 대한민국 콘텐츠대상(Korea Content Awards 2016) 만화분야 

우수상(문화체육부장관상)

˙작가: 마일로
˙연재처: 네이버 웹툰
˙연재기간: 2014. 11. 4. ~ 2016. 1. 5.
˙출판사: 예담
˙출간일: 2016년 1월 10일
˙2016 부천만화대상 대상(부천시장상)

상처 받은 이들을 위한 
힐링 로맨스, 
이나래의 <허니 블러드>

방대한 스페이스 오페라 
양영순의 〈덴마〉

한국 사회의 단면을 
날카롭게 파헤친 
최규석의 <송곳>

금남의 구역에서 터지는 
유쾌한 인간미, 
마일로의 <여탕보고서>

한국

기획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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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5: 세계만화자료전

˙작가: 김홍모
˙출판사: 보리
˙출간일: 2015. 11. 16. (출판만화)
˙2016 부천만화대상 어린이만화상(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상)

˙작가: 조석
˙연재처: 네이버 웹툰(한국)
˙연재기간: 2006. 9. 8. ~ 연재 중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출간일: 2016년 6월 30일
˙2009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인기상(콘텐츠진흥원장상)
˙2008 대한민국 만화애니메이션대상 인기상
˙2007 대한민국 만화애니캐릭터대상 인기상

˙작가: 윤태호
˙연재처: 다음 웹툰
˙연재기간: 2012. 1. 17 ~ 연재 중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출간일: 2012년 9월 13일
˙2012 오늘의 우리만화(문화체육부장관상)
˙2012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만화분야 대상(대통령상)

˙작가: 신문수
˙최초 출간 기간: 1974. 5. 1. ~ 1975. 12. 1. (잡지 <어깨동무> 연재)
˙재발간년도: 2016. 11. 30.
˙출판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간일: 2016년 11월 4일
˙한국만화걸작선 23(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선정 옛날명작만화)

주체적 아웃사이더의 
시간여행, 
김홍모의 <내 친구 마로>

지친 일상을 깨울 웹툰 
대서사, <마음의 소리 
레전드 100>

샐러리맨의 교본, 
윤태호의 <미생>

신문수 작가의 
<도깨비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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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박기정
˙최초 출간(연재)기간: 1964. 8. 10. ~ 1965. 2. 26.
˙재발간년도: 2016. 11. 15.
˙출판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간일: 2016년 11월 4일
˙한국만화걸작선 24(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선정 옛날명작만화)

˙작가: 김용환
˙출간년도: 1946년
˙재발간년도: 2016년
˙출판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간일: 1946년 5월 1일
˙등록문화재 제537호

˙작가: 김종래
˙출간년도: 1958년
˙재발간년도: 2016년
˙출판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록문화재 제539호

박기정 작가의 
<폭탄아>

김용환 작가의 
<토끼와 원숭이>

한국 등록문화재 영인본
김종래 작가의 
<엄마 찾아 삼만리> 
원화 영인본

한국

기획전 5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선정 11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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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5: 세계만화자료전

˙작가: 스케락코(スケラッコ)
˙출판사: 리이도샤(リイド社) 
˙ 출간일: 2016년 7월 11일  

<to-ti web>게재

˙작가: 히라노 료(ひらのりょう)
˙출판사: 리이도샤(リイド社)
˙ 출간일: 2016년 10월 20일  

<월간 코믹 란> 연재 중

˙ 작가: 오오와다 히데키 
(大和田秀樹)

˙출판사: 고단샤(講談社) 
˙  출간일: 2016년 5월 23일  

<모닝> 연재 중

<오봉의 나라> 
(盆の国)

<FANTASTIC WORLD>

<질풍의 하야토> 
(疾風の勇人)

˙작가: 이와모토 나오(岩本ナオ)
˙출판사: 쇼가쿠간(小學館)
˙ 출간일: 2016년 7월 8일  

<월간 flowers> 연재ㆍ완결

˙ 작가: 다카하마 간(高浜寛)
˙출판사: 리이도샤(リイド社)
˙ 출간일: 2016년 1월 29일  

<월간 코믹 란> 연재 중

<금의 나라 물의 나라> 
(金の国 水の国)

<닉스의 랜턴> 
(ニュクスの角灯(ランタン))

일본
기타큐슈 만화박물관 / 교토 만화박물관 선정 10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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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획전 5

˙작가: 후카야 가호루(深谷かほる)
˙출판사: 카도카와/엔터브레인(KADOKAWA/エンタ-ブレイン)
˙출간일: 2016년 6월 30일
˙Twitter＃오늘의 밤 산책 고양이에서 갱신 중

˙ 작가: 이가라시 다이스케 
(五十嵐大介)

˙ 출판사: 고단샤(講談社)
˙ 출간일: 2016년 2월 23일 

<애프터눈> 연재 중

˙ 작가: 구모다 하루코(雲田はるこ)
˙ 출판사: 고단샤(講談社)
˙ 출간일: 2012년 9월 28일 

<ITAN>연재ㆍ완결

<밤 산책 고양이: 오늘밤도 어디선가 눈물 냄새>
(夜廻り猫  今宵もどこかで涙の匂い)

<디자인즈> 
(ディザインズ)

<쇼와 겐로쿠 라쿠고 신쥬> 
(昭和元禄落語心中)

˙ 작가: 곤도 요코[그림] 
(近藤ようこ), 오리쿠치 시노부[글] 
(折口信夫)

˙ 출판사: 카도카와/엔터브레인 
(KADOKAWA/エンタ-ブレイン)

˙ 출간일: 2015년 8월 24일  
<월간 코믹빔>연재ㆍ완결

˙ 작가: 후지타 가즈히로 
(藤田和日郎)

˙ 출판사: 쇼가쿠간(小學館)
˙ 출간일: 2016년 8월 12일  

<주간 소년선데이> 연재 중

<사자의 서> 
(死者の書)

<쌍망정을 부숴라> 
(双亡亭壊すべし)

기타큐슈 만화박물관 / 교토 만화박물관 선정 10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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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프랑스
˙ 작가: 조에 쥐쓰레(ZoéJusseret)
˙ 출판사: 프레목(Fremok Editions)
˙ 출간일: 2016년 2월 18일 

˙국가: 네덜란드/프랑스
˙ 작가: 마크 벨리도(Mark Bellido) & 

유디트 바니스텐달 
(Judith Vanistendael)

˙출판사: 르프로뒤크(Reprodukt)
˙출간일: 2016년 6월 10일

˙ 국가: 네덜란드
˙ 작가: 와이드 베르노크 

(Wide Vercnocke)
˙출판사: 브리(Bries)
˙ 출간일: 2016년 10월 12일 

<칼을 먹는 자> 
(Qui mange des couteaux)

<미켈 (살토)> 
(Mikel (Salto))

<일각 돌고래> 
(Narwal)

˙국가: 프랑스/네덜란드
˙ 작가: 막스 드 라디그 

(Max de Radigues) & 보퇴르 
마나에르(Wauteur Mannaert)

˙ 출판사: 사르방카 
(Editions SARBACANE)

˙ 출간일: 2016년 8월 17일

˙ 국가: 프랑스
˙   작가: 에릭 렁베(Éric Lambé) & 

필리프 드 피에르퐁 
(Philippe de Pierpont)

˙  출판사: 악트 쉬드 
(Actes Sud Editions)

˙  출간일: 2016년 10월 19일

<위지> 
(Weegee)

<전투 이후의 풍경> 
(Paysage après la bataille)

벨기에
벨기에 만화박물관 선정 9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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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랑스
˙ 작가: 지드루(Zidrou) &  

아르노 모냉(Arno Monin)
˙ 출판사: 뱀부(Bamboo)
˙ 출간일: 2016년 5월 4일

˙국가: 프랑스
˙ 작가: 뱅상 뒤고미에(Dugomier) & 브누아 에르(Benoît Ers) 
˙출판사: 르 롬바르드(Le Lombard)
˙출간일: 1권 초반 2015년 5월 7일

˙ 국가: 프랑스
˙ 작가: 빈센트 자부스(Vincent Zabus) 

& 토마스 캄피(Thomas Campi)
˙ 출판사: 뒤피(Dupuis)
˙ 출간일: 2016년 4월 1일

<입양> 1부 
(L’adoption) Tome 1

<레지탕스의 후예들> 2권 
(Les enfants de la résistance) Tome 2

<마카로니!>
(Macaroni!)

˙국가: 프랑스
˙ 작가: 파비앵 벨만(Fabien 

Vehlmann) & 브루노 가조티 
(Bruno Gazzotti)

˙출판사: 뒤피(Dupuis)
˙출간일: 1권 초판 2006년 1월 4일

<혼자서> 10권 
(Seuls) Tome 10

벨기에
벨기에 만화박물관 선정 9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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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토마스 카덴(Thomas 
Cadène), 그레고리 마돈 
(Grégory Mardon)

˙출판사: 퓌튀로폴리스 (Futuropolis)
˙출간일: 2016년 1월 7일 

˙ 작가: 안토니 파스토르 
(Anthony Pastor)

˙출판사: 카스테르만(Casterman)
˙출간일: 2015년 10월 14일 

˙ 작가: 제인 드자르(DEUXARD Jane) 
& 드루피(DELOUPY)

˙ 출판사: 델쿠르(Delcourt) 
˙ 출간일: 2016년 1월 13일

˙ 작가: 카롤 모렐(Carole Maurel)
˙ 출판사: 라 보와트 아 뷜 끌레 데 샹 

(La boîte àbulles)
˙출간일: 2016년 5월 4일

<진짜 삶> 
(La vraie vie) 

<여왕들의 오솔길> 
(Le sentier des reines)

<이란식 러브 스토리> 
(Love Story àl'iranienne)

<루이자: 이곳 저곳> 
(Luisa: ici et là)

˙작가: 바니다(VANYDA)
˙출판사: 다르고(Dargaud)
˙출간일: 2016년 1월 29일 

˙  작가: 마티유 키아라 
(Matthieu Chiara)

˙출판사: 라그림(L'agrume)
˙출간일: 2016년 4월 14일

<이곳과 저곳 사이에서> 
(ENTRE ICI ET AILLEURS)

<오프 사이드> 
(Hors-jeu)

프랑스
프랑스 국제만화이미지시티(CIBDI) 선정 12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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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세스(Sess)
˙ 출판사: 브라오룸 출판사 

(Vraoum Editions)
˙ 출간일: 2015년 9월 16일
˙ 프랑스 국제만화이미지 시티 선정작

˙ 작가: 미스 파티(MISS PATY)
˙ 출판사: 사르방카 

(Editions Sarbacane)
˙ 출간일: 2015년 9월 2일

˙ 작가: 도미니크 로크 (DOMINIQUE 
ROQUES) & 알랙시스 도르말 
(ALEXIS DORMAL)

˙ 출판사: 다르고(Dargaud)
˙ 출간일: 2016년 11월 10일

˙ 작가: 리사 만델(Lisa Mandel)
˙ 출판사: 카스테르만(Casterman)
˙ 출간일: 2016년 8월 26일

<아빠는 준비가 안 됐어> 
(Papa pas prêt)

< 수염 자매들 2부: 오래된 
그루터기의 수수께끼>

( Les SOEURS Moustaches, 
Tome 2: Le mystère de la 
vieille souche)

<피코 보그 9부: 항해 일지>
( PICO BOGUE TOME 9: 
CARNET DE BORD)

<슈퍼 무지개> 
(Super rainbow)

˙작가: 미리온 말(Mirion Malle)
˙ 출판사: 앙카마 출판사 

(Ankama éditions)
˙ 출간일: 2016년 1월 15일
˙ 라벨 619 문학 컬렉션

˙  작가: 제롬 루이예르 
(Jérôme Ruillier)

˙  출판사: 라그림(L'agrume)
˙  출간일: 2016년 3월 18일

<팬티 특공대>
(Commando Culotte)

<이민자>
(L'étrange)

프랑스
프랑스 국제만화이미지시티(CIBDI) 선정 12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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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토니 브루노(Toni Bruno)
˙ 출판사: 바오퍼블리싱 

(Bao Publishing)
˙출간일: 2016년 6월 9일

˙ 작가: 마띠아 라바데싸  
(Mattia Labadessa)

˙ 출판사: 쇼크돔 (Shockdom)
˙ 출간일: 2016년 10월 7일

˙  작가: 로베르토 레키오니(Roberto 
Recchioni) & (Gigi Cavenago)

˙  출판사: 바오퍼블리싱 
(Bao Publishing)

˙  출간일: 2017년 3월 29일
˙  Sergio BonelliEditore에 의해 최초 

발행, Bao에 의해 양장본 발행

˙ 작가: 제로칼케어(Zerocalcare-
Michele Rech의 필명)

˙ 출판사: 바오퍼블리싱 
(Bao Publishing)

˙ 출간일: 2016년 4월 12일

<여기서 보니 지구가 멋져 
보여> (Da quassùla terra 
èbellissima)

<뭐 이런 것들> 
(Le cose così)

<딜란 독 - 괴로워하는 
어머니> (Dylan Dog - 
Mater Dolorosa)

<코바니 전화> 
(Kobane Calling)

˙ 작가: 다비데 레비아티(Davide 
Reviati)

˙ 출판사: 코코니노프레스 
(Coconino Press)

˙출간일: 2016년 2월 25일

˙   작가: 지피 (Gipi-Gian Alfonso 
Pacinotti의 필명)

˙   출판사: 코코니노프레스  
(Coconino Press)

˙   출간일: 2016년 10월 27일

<3회 분할> 
(Sputa tre volte)

<아들의 땅> 
(La terra dei figli) 

이탈리아
이탈리아 루카만화&게임축제 선정 10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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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카차 센토모(Katja Centomo), 프란체스코 아르티나비(Francesco Artibani), 
알렉산드로 바르부치(Alessandro Barbucci), 발바라 카네파(Barbara Canepa)

˙출판사: 두누오에(Tunué)
˙출간일: 2016년 10월 13일
˙ The Walt Disney Comics에 의해 최초 발행, Tunué에 의해 전집 발행

<몬스터 알레르기> 
(Monster Allergy)

˙ 작가: 다비데 아보가드로 
(Davide Avogadro) & 마시모 캇차 
(Massimo Caccia)

˙ 출판사: 에디치오니 비디 
(Edizioni BD) 

˙ 출간일: 2016년 11월 9일

˙ 작가: 줄리오 린치오네 에 마르코 
린치오네(Giulio Rincione e Marco 
Rincione)

˙ 출판사: 에디치오니 비디 
(Edizioni BD) 

˙ 출간일: 2016년 11월 24일

˙ 작가: 프레데리크 브헤모 
(Frédéric Brrémaud) & 페데리코 
베르톨루치(Federico Bertolucci)

˙ 출판사: 에디치오니 비디 
(Edizioni BD)  

˙ 출간일: 2016년 11월 17일

<아이들>
(Children)

<오리>
(Paperi)

<연애 - 공룡> 
(Love - I dinosauri)

기획전 5

이탈리아
이탈리아 루카만화&게임축제 선정 10작품



비코프 20주년 
발자취

History of 
the 20thAnniversary 
of BICOF

기획전 6

PROJECT EXHIBITION 6

큐레이터 | 김종범
만화가, 만화편집/기획자, 만화 강사

Curator | Kim Jongbum
Comics artist, Comics editor/planner, Comics le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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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프 20주년 
발자취

1998년 부천만화축제로 시작한 비코프(Bicof)는 2004년 7회 대회부
터 부천국제만화축제로 명칭을 바꾸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고 
올해로 20주년 성년이 되었다. 지난 20년간의 비코프를 되돌아보고 아
울러 그간의 국내외 만화계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여 간략한 21세기 한
국만화약사를 꾸며보았다.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상업출판만화의 퇴조와 교양학습만화의 
부상, 웹툰 등 온라인 만화로의 주류시장 재편성 등은 변화된 한국만화
의 지형을 보여준다. 한편 <천국의 신화> 사태로 대변되던 한국만화탄
압이 21세기에도 웹툰 검열시비로 이어지는 모습에서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라는 모토가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라는 씁쓸한 사실을 확
인케 해주기도 한다.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20년간 우리만화계는 어떤 
부침을 겪고 오늘에 이르렀는지, <비코프 20주년 발자취>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자.

기획전

큐레이터 | 김종범

1st

11th

2nd

12th

3rd

13th

4th

14th

5th

1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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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or | Kim Jongbum

기획전 6: 20주년 발자취

History of the 20th Anniversary of 
BICOF

PROJECT EXHIBITION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BICOF) that first began in 1998 as the Bu-
cheon Comics Festival has changed its name to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
tival starting from the 7th festival in 2004, to achieve continuous development over the 
years to celebrate its 20th anniversary this year. Looking back at the history of BICOF for 
the past twenty years and collecting main issues of domestic and overseas comics during 
this period, a brief overview of Korean comics in the 20th century was provided. 

The changes made in the history of Korean comics over the past twenty years is shown, 
including the decline of commercially published comics, the rise of learning comics, and 
the reshuffling of online comics like webtoons. Meanwhile, it was a bitter reality that 
the Korean government’s suppression about comics represented by Mythology of the 
Heavens has not yet satisfied the motto of the right of artistic expression and creation in 
the 21st century due to the censorship of webtoons. A great deal of change over the past 
twenty years in Korean comics and visitors can witness the ups and downs through ‘His-
tory of the 20th Anniversary of BICOF’. 

6th

16th

7th

17th

8th

18th

9th

19th

10th

2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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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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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6: 20주년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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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6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might have 
reached the peak of a mountain 
over the past twenty years. 

However, we have a firm belief 
that the road taken from now 
on will head towards the top 
that is wanted by everyone who 
love comics. 

It may take another ten or 
twenty years to reach there, 
and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will be there 
all the way. 

그림_ 정용연
Illustrated by Jeong Yongyeon



다니구치 지로
추모공간

Jiro Taniguichi 
Memorial space

기획전 7

PROJECT EXHIBITION 6

큐레이터 | 김종범
만화가, 만화편집/기획자, 만화 강사

Curator | Kim Jongbum
Comics artist, Comics editor/planner, Comics lecturer

Photo by Selby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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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구치 지로 
- 신들의 봉우리로 영원한 산책을 떠나다

<고독한 미식가>, <열네 살>, <신들의 봉우리>, <도련님의 시
대>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일본 만화계의 거장 다니구치 지
로 작가가 2017년 2월 11일 7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47년 일본 돗토리 현에서 태어난 다니구치는 지로는 1971
년 단편만화 <목쉰 방>으로 데뷔한 이래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모험물, 격투물, 하드보일드 활극, 문예, SF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다뤄왔다. 

그의 작품은 작가 스스로도 밝혔듯이 장 지로(Jean Giraud) 
등의 프랑스 만화(방드 데시네)의 영향을 받았다. 1970년대 일본
만화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형식과 그림체, 구성 등에 감명을 
받은 다니구치 지로는 기존의 극화와 방드 데시네를 접목시키려
는 여러 시도를 거듭하였고 <산책>으로 결실을 보았다. 교외 주
택가에서 아내, 개와 함께 사는 한 남자의 주변 산책 모습을 세밀
하고 아름다운 묘사로 그려낸 <산책>은 프랑스에 번역 소개되어 
일본 연재 당시보다 더 큰 호응을 받았고, 유럽에 다니구치 지로
의 이름을 알리는 첫 작품이 되었다.

- 1947년 8월 14일 돗토리 현에서 양복 재단사의 아들로 태어남.

- 1966년 돗토리 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잠시 교토에서 직장 생활.

  같은 해 11월 만화가를 목표로 상경하여 이시카와 큐타(石川球太)의 문하에서 수학.

- 1971년 주간 <영 코믹>에 단편 <목쉰 방>으로 데뷔.

  그 후 카미무라 카즈오(上村 一夫)의 어시스턴트를 거쳐 독립. 

- 1975년 <먼 목소리>로 제14회 쇼가쿠칸 빅코믹상에 가작 입선하면서 두각을 나타냄

- 1979년 첫 단행본 <린드3!> 출간.

- �1987년 세키카와 나쓰오(関川夏央) 원작으로 근대문학의 거장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와 주변인물을 
그린 <도련님의 시대> 연재. 이 작품으로 제12회 일본 만화가협회상(1993)과 제2회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 대상(1998) 수상.

- 1992년 <산책>이 프랑스에 번역 출간되어 호평 받음.

- �1997년 발표한 <열네 살>로 제3회 문화청 미디어예술제 만화부문 우수상(1999)과 제30회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최우수 각본상(2002) 수상.

- �2005년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 유메마쿠라 바쿠(米山峰夫) 원작의 <신들의 봉우리>로 최우수 
미술상 수상.

- 2010년 부천만화대상 해외작품상, 루카 코믹&게임즈 마에스트로 델 푸메토(만화의 거장)상 수상.

- 2011년 프랑스 예술문화 훈장 수상.

- 2017년 2월 11일 사망. 

기획전

큐레이터 | 김종범

그 후로도 다니구치 지로는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화풍
으로 인본주의와 자연에 대한 교감에 기초한 수준 높은 작품들
은 꾸준히 발표해 왔다. 그의 노작은 일본 만화가협회상(1993)
과,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 대상(1998) 등 일본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앙굴렘 국제만화제 최우수 각본상
(2002)/최우수 미술상(2005), 부천만화대상 해외작품상(2010), 
루카 코믹&게임즈 마에스트로 델 푸메토(만화의 거장)상 수상
(2010) 등의 영광을 안겨주기도 했다.

지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작가의 타계 소식에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를 기리고자 
올해는 작은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향후 작가와 작품세계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 조망하는 정식 추모전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하며, 
다시 한 번 창작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고독한 싸움을 마치고 영
원한 안식의 세계로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빈다.

다니구치 지로 谷口 ジロー 
(1947. 8. 14 ~ 2017. 2. 11)

Photo by Niccolò Car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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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or | Kim Jongbum

기획전 7: 다니구치 지로 추모공간

Jiro Taniguichi
-  Taking an Eternal Walk to the Summit of the Gods

- August 14, 1947: He was born as a son of garment cutter in Tottori Prefecture.
- 1966: �He briefly worked in Kyoto after graduating from Tottori Commercial High School.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he studied under Ishikawa Kyuuta to become comics artist after coming to Tokyo.
- 1971: �He made a debut with <Kareta Heya> in a weekly short comic books <Young Comics>. Afterwards, working as an 

assistant of Kamimura Kazuo, he stood on his own. 
- 1975: �He cut a figure by winning runner-up in the 14th Shogakukan Manga Awards for The Distant Voice.
- 1979: He published his first comic book <Lindo3!>
- 1987: �He published <Botchan no Jidai> serially based on Sekikawa Nazuo's original story, he portrayed about the 

maestro of modern literature Natsume Soseki and his surrounding people. He won the 12th Japan Cartoonist 
Association Awards (1993) and the grand prize of the 2nd Osamu Tezuka Culture Awards(1998). 

- 1992: �He was highly praised for publishing a French translation of <The Walking Man>.  
- 1997: �He published <A Distant Neighborhood>, which won the Excellence Prize for comics in the 3rd Japan Media Arts 

Festival (1999) and the Best Script at the 30th Angoulême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2002). 
- 2005: �He won the Best Art at the Angoulême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2002) for <The Summit of the Gods> based 

on Yumemakura Baku’s original work. 
- 2010: �He won the Best Foreign Comics at the Bucheon Comics Awards and the Maestro Del Fumetto (comics maestro) 

at Lucca Comics & Games.
- 2011: He received the French order for culture and art.
- February 11, 2017: Passing.

PROJECT EXHIBITION

Jiro Taniguichi, a legendary figure in Japanese comics 
also well known in Korea for <Kodoku no Gourmet>, <A 
Distant Neighborhood>, <The Summit of the Gods>, and 
<Botchan no Jidai>, passed away at the age of 70 years 
old on February 11, 2017. 

Born in Tottori Prefecture of Japan in 1947, Taniguic-
hi began his career with a short comics called <Kareta 
Heya>. Since then, he created diverse works for youths 
in a variety of genres, including adventure, martial arts, 
hard boil action, literature and SF. 

As the artist said himself, his works were influenced 
by French comics (Bande Dessinee) like Jean Giraud. 
Being deeply touched by diverse forms, drawing styles 
and compositions that were unseen in Japanese comics 
during the 1970s, Taniguichi made various attempts to 
incorporate the existing drawings with Bande Dessinee, 
and finally came up with <The Walking Man>. It showed a 
beautiful and detailed expression of a man taking a walk 
with his wife and dog in a suburban residence, which was 
translated into French and received more attention than 

in Japan, It made the first work to bring the name Jiro 
Taniguchi under the notice of Europe. 

Since then, he announced high-quality works based 
on humanism and naturalism by using realistic descrip-
tion. His works were highly praised not only in Japan for 
winning the Japan Cartoonist Association Awards (1993) 
and the grand prize of the Osamu Tezuka Culture Awards 
(1998), but also highly rated in overseas, including the 
Best Script (2002) and the Best Art (2005) at the An-
goulême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the Best Foreign 
Comics at the Bucheon Comics Awards (2010), and the 
Maestro Del Fumetto (comics maestro) at Lucca Comics 
& Games (2010). 

A remembrance space was provided this year to honor 
him and his works by expressing deep condolences on 
his sudden death due to illness. With the promise to hold 
an official memorial exhibition that analyze him and his 
works in more detail, we once again offer condolences 
and hope he no longer have to feel the loneliness accom-
panied with making new creations and rest in peace. 

Jiro Taniguichi
(August 14, 1947 ~   
 February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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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7

자연과 인간  Nature and humanCategory 1

<케이>
(K)

<동토의 여행자>
(The Ice Wanderer)

<하늘의 매>
(Sky Hawk)

<사냥개 탐정>
(Hound dog detective)

<신들의 봉우리>
(The Summit of the Gods)

<시튼>
(Seton)

ⓒJiro Taniguchi and Shiro Tosaki 1993

ⓒ2005 Taniguchi Jiro 

ⓒJiro Taniguchi 2002

ⓒJiro Taniguchi / Itsura Inami 2012

ⓒ2000 by Baku Yumemakura / Jiro Taniguchi

ⓒJiro Taniguchi/Papier & Yoshihara Imaizum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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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7: 다니구치 지로 추모공간

가족  FamilyCategory 2

<개를 기르다>
(Inu wo Kau)

<열네 살>
(A Distant Neighborhood)

<아버지>
(My Father's Journal) 

<느티나무의 선물>
(Keyaki no Ki) 

<창공>
(A Bright Blue Sky)

ⓒ1992 by Taniguchi Jiro 

ⓒ1997 by Taniguchi Jiro

ⓒ1994 by Taniguchi Jiroⓒ1993 by Taniguchi Jiro / Ryuichiro Utsumi 

ⓒJiro Taniguch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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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7

산책  WalkCategory 3

<산책>
(The Walking Man)

<우연한 산보>
(Sampo Mono)

<고독한 미식가>
(Kodoku no Gourmet)

<에도 산책>
(Furari)

ⓒJiro Taniguchi, 1992-2015   

ⓒMasayuki Qusumi 2009 ⓒJiro Taniguchi 2009

ⓒ1997 by Masayuki Qusumi and Jiro Taniguchi

ⓒJiro Taniguch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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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7: 다니구치 지로 추모공간

시대와 예술  Age and art

SF, 자전적 이야기, 로맨스  SF, Autobiographical story, Romance

Category 4

Category 5

<도련님의 시대>
(Botchan no Jidai) 

<지구빙해사기>
(Ice Age Chronicle of the Earth)

<천년의 날개 백년의 꿈>
(Guardians of the Louvre)

<겨울 동물원>
(A Zoo in Winter)

ⓒNatsuo Sekikawa, Jiro Taniguchi 1987

ⓒJiro Taniguchi 2002 

<선생님의 가방>
(Sensei no kaban)
ⓒHiromi Kawakami, Jiro Taniguchi 2008

ⓒJiro Taniguchi, 2014

ⓒJiro Taniguchi 2008 



어린이 웹툰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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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cs artist, planner, CEO of comics content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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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8: 어린이 웹툰 

Children’s Webtoon 
Project Exhibition

어린이 웹툰 기획전
<국민 웹툰전 -  갓 오브 하이스쿨 VS 놓지마 정신줄>

바야흐로 웹툰 전성시대이다. 2000년대 초반 탄생한 웹툰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웹툰 전성시대를 이
끈 작품 중 수많은 독자를 웃기고 울리며 함께 한 박용제 작가의 
<갓 오브 하이스쿨>과 신태훈/나승훈 작가의 <놓지마 정신줄>
을 ‘국민 웹툰’의 타이틀로 전시한다.

수백 화를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창작해온 두 작가의 작품은 
액션과 개그 장르에서 높은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으며 2차 상품
화(애니메이션화, 게임화, 상품화 등)도 활발해 능히 ‘국민 웹툰’
이라 할만하다. 전시는 작품과 작가에 집중하여 수많은 연재화 
중 베스트 화, 베스트 댓글, 및 캐릭터 포토 존을 구성하고 가상
의 대결구도로 두 작품의 진기록들을 보여주어 오프라인에서 직
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웹툰 전시로 기획했다. 또한 부천국제만화
축제 속에서 작가 사인회, 작가미팅을 마련해 독자와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함께 만들었다.

*  도움을 주신 박용제, 신태훈 작가와 연재매체 네이버, 두 
작품의 콜라보 일러스트를 작업해준 박승우 작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기획전

큐레이터 | 임덕영

두 작품 모두 연재 매체에서 높은 인기와 많은 사랑을 받고 있
는 작품이고 방대한 연재분량 만큼 재밌고 감동 있는 편도 많아 
선택과 조사의 어려움이 많았다. 짧은 전시 준비기간과 작은 전
시 공간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국민 웹툰’전이 부천국제만화축
제를 찾은 독자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운 볼거리가 되었으면 하
고, 이를 계기로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웹툰 전시도 좀 더 활성
화 되고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돌아보면 정말 우린 훌륭한 웹툰 작품과 많은 좋은 작가들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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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Webtoon Project Exhibition
< National Webtoon Exhibition - The God of High 
School VS Don’t Let Go of the Mental Rope>

PROJECT EXHIBITION

Curator | Im Deokyoung

The golden age of webtoons has come. The webtoons 
that was first introduced in the early 2000s have entered 
into global markets. Among the webtoons that led its 
golden age, Park Yongje’s <The God of High School> and 
Shin Taehoon/ Na Seunghoon’s <Don’t Let Go of the 
Mental Rope> that made many readers laugh and cry will 
be showcased.

The two webtoonists have worked passionately to 
draw several hundreds of episodes to attract lots of 
popularity and love from readers in action and humor 
genres, resulting in merchandising of the webtoons (ani-
mations, games, products, etc.) that deserve to be called 
national webtoons. This exhibition focused on the web-
toons and the webtoonists to introduce best episodes, 
best comments and character photo zones, as well as 
showed records made by both webtoons in an imaginary 

*  Many thanks are extended to the two 
webtoonists Park Yongje and Shin 
Taehoon, the series owner Naver, 
and Park Seungwoo who worked on 
the collabo illustration for the two 
webtoons.

confrontation so that visitors can directly see and touch 
at the webtoon exhibition offline instead of online. Also,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ics Festival provided a 
signing event with webtoonists and held a meeting be-
tween readers and webtoonists for better communica-
tion.

Since the two webtoons received high popularity as a 
comic series with many episodes, it was difficult to select 
and choose the ones that were more fun and memora-
ble. It was a huge burden due to a short preparation time 
and the small exhibition space provided, but hopefully 
the National Webtoon Exhibition will be a great attrac-
tion for all those visiting the Bucheon International Com-
ics Festival. Hopefully, this will allow more webtoon ex-
hibitions to be held offline. Looking back, we have many 
outstanding webtoons and webtoonis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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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8: 어린이 웹툰 

웹툰 데뷔작 <쎈놈>부터 액션 장르로 입지를 굳힌 웹툰 작가. 단
순 액션학원물 보다는 판타지액션에 가깝고 주인공들의 성장과 
동료애, 다양한 선과 악의 캐릭터들이 전국 격투 대회를 시작으
로 펼쳐진다. 점점 더 넓어지는 세계관과 계속해서 등장하는 매
력의 캐릭터들, 화려한 액션, 무투전으로 성장하는 캐릭터들을 
보고 있노라면 일본의 액션만화들이 부럽지 않다. 화려한 액션과 
매력 넘치는 캐릭터들을 잘 녹여 만든 박용제 작가는 이미 액션
웹툰의 ‘스페셜리스트’라 할만하다!

2008. <쎈놈> 네이버 연재 데뷔 74회 완결
2011. 4. <갓 오브 하이스쿨> 연재. 317회 연재 중
2015. ‘대한민국콘텐츠대상’ 대통령상 수상
 와이디온라인 <갓 오브 하이스쿨> 모바일 게임 출시
2016.  NHN엔터테인먼트 2016갓오브하이스쿨 모바일 횡스

크롤 액션 RPG 출시

<갓 오브 하이스쿨>
박용제

정신줄을 쏙 빼 놓는 내용과 재미로 코믹웹툰을 이끈 인기작. 그
간 이런 개그 만화는 없었다! 정신없는 개그만화지만 때론 가족 
간의 사랑, 사회문제 등을 다루어 가끔씩 감동을 준다. 감동도 잠
시 음식, 다이어트, 시험, 계획 앞에서 무너지는 주인공들, 어김
없이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머리에 달린 정신줄이 놓아지면 캐릭
터들은 정신을 놓고 폭주한다.
정신줄을 놓고 사는 우리의 일상을 코믹하게 때론 가볍게 웃어넘
기며 우리 사회의 부조리도 담아 그려내고 있는 신태훈/나승훈 
작가의 <놓지마 정신줄>은 8년여의 오랜 연재기간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손꼽히는 장기 연재 웹툰이다. 
웹툰의 인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도 인기가 좋아 시
즌 2까지 KBS에서 방영 되었고 곧 게임 ‘놓지마 사천성’도 출시 
예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캐릭터 상품들도 출시되었다. 캐릭터 상
품들은 ‘웹툰샵’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2009. 8.  <놓지마 정신줄> 데뷔. 시즌1 700화, 시즌2 94화 연
재 중

2014.  <놓지마 정신줄 1> KBS 애니메이션 방영. 스튜디오 
애니멀, CJ E&M 제작 

2015.  <놓지마 정신줄 2> KBS 애니메이션 방영 스튜디오 
애니멀, CJ E&M 제작

2016. 1.  <놓지마 정신줄> 완전판 단행본 출간
2017. 1. <놓지마 과학 단행본 1,2,3,4> 위즈덤하우스 출시

<놓지마 정신줄>
신태훈 글 / 나승훈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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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ongje is a webtoonist who made his name in action genre since his debut 
with <Strong Guy>. Instead of just any old action school comics, his webtoon is 
close to fantasy action with different good and evil characters and main character’s 
growth and comradeship shown through a national fight competition. Looking at 
the broadened view on the world and attractive characters that keep appearing as 
the story goes on with splendid display of action, there is no need to envy Japanese 
action comics. The fascinating action scenes and attractively portrayed characters 
that the webtoonist have created makes him a specialist of action webtoons.

2008. Completed the debut series <Strong Guy> on Naver with episode 74. 
April 2011. Currently, serially publishing episode 317 of <The God of High School>.
2015. Received the Presidential Prize at the Korea Content Awards. 
            Released the mobile game of <The God of High School>. YD Online Corp.
2016.  Released the 2016 mobile side-scrolling action RPG of <The God of High 

School>. NHN Entertainment.

<The God of High School>
Park Yongje

<Don’t Let Go of the Mental Rope> attracted popularity as a fun webtoon that make 
people let go of their mental rope. Until now, there were no humor cartoons like 
this! It is a crazy gag cartoon, but sometimes move people’s hearts by addressing 
family and social issues. However, this is only for a brief moment because the main 
characters come apart in front of food, diet, exams and other things, making them 
let go of their mental rope and go crazy. 
The webtoon by Shin Taehoon/ Na Seunghoon has been published for a long period 
as a series for about 8 years to receive huge love from readers, which sometimes 
comically portrays our daily lives when we let go of our mental rope, while also 
touch upon the irrationalities of the society. 
Based on the webtoon’s popularity, its animation version was also made, which 
aired Season 2 on KBS. Also, the game version called <Don’t Let Go of Sacheon-
seong> and the merchandising of diverse characters are expected to be released. 
You may purchase the character products through the webtoon shop. 

August 2009. Made the debut with <Don’t Let Go of the Mental Rope>. Published epi-
sode 700 of Season 1 and currently serially publishing episode 94 of Season 2.
2014. Broadcasted KBS animation of <Don’t Let Go of the Mental Rope>. Studio Ani-
mal,  CJ E&M Production. 
2015. Broadcasted KBS animation of <Don’t Let Go of the Mental Rope 2>. Studio 
Animal, CJ E&M Production. 
January 2016. Published the full edition of <Don’t Let Go of the Mental Rope> in 
book form.
January 2017. Published <Don’t Let Go of Science 1, 2, 3 and 4> in book form. Wis-
dom House.

< Don’t Let Go of  
the Mental Rope>

Written by Shin Taehoon 
/ Drawn by Na Seunghoon



수상작展

Exhibitions for 
Prize Winners

부천만화대상 수상작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수상작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선정작

시민만화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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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만화대상 
수상작展

Bucheon Comics Awards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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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2017. 7. 19.(수) ~ 10.9.(월)
장̇  소: 한국만화박물관 1층 로비
선̇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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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nd Award | Benefits of Seaweed <Oh I Forgot My Wallet>, 
- Children’s Comics Award | Sobok-i <Heard of a Boy> 
- �Overseas Comics Award | Julie Birmant and Clement 

Oubrerie <Picasso>
- �Bucheon Citizens Comics Award | Soonkki <Cheese in the 

Trap> 

수상작전

Bucheon Comics Awards mark the 14th anniversary this 
year, starting 2004 to promote creative passion of comics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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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od: July 19 (Wed.) ~ October 9 (Mon.), 2017
V̇enue: 1st floor lobby, Korea Comics Museum 
Ȧward w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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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展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수상작展

Korea Creative Comics 
Contest Winners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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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2017. 7. 19.(수)~10. 9.(월)
장̇  소: 한국만화박물관 1층 로비
선̇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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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석<푸른소년> - Grand Award｜Kim Tae-hoon <Cheetah, Run>
- Excellence Award｜Jung Y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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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test is to encourage creation of comics contents 
and explore new comics artist with great potentials and 
short comics with commercial and artistic values, with 
an aim to promote the comics industry. At the 15th Ko-
rea Creative Comics Contest, Kim Tae-hoon’s <Cheetah, 
Run> won the award and the work will be displayed to-
gether with other comics winning the awards. 

Ṗeriod: July 19 (Wed.)~October 9 (Mon.), 2017
V̇enue: 1st floor lobby, Korea Comics Museum 
Ȧward winners



BICOF 2017

142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선정작展

International Children 
Comics artist Awards 
Exhibition

선정작전

세계어린이만화가대회 예선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작
품들 가운데 본선(만화캠프)에 선발된 어린이 만화가들의 작품
은 축제 기간 동안 어린이관에 별도 전시될 예정이다.

기̇  간: 2017. 7. 19.(수) ~ 7. 23.(일)
장̇  소: 어린이관

 Among the comics works submitted online and offline to 
the preliminary contest for International Children Comics 
artist Awards, those making it to the main contest (Com-
ics Camp) will be displayed separately at the Children’s 
Hall during the festival period. 

Ṗeriod: July 19 (Wed.) ~ 23 (Sun.), 2017
V̇enue: Children’s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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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展

시민만화
특별展
찾아가는 어울림 만화교실 결과보고전 

Beginner’s 
Special Exhibition
Selected Works from the Outreach Comics 
Class, Eou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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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2017. 7. 13.(목) ~ 7. 23.(일)
장̇  소: 부천시청 1층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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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ics.’ The former is designed to strengthen communi-
ty solidarity while the latter tells people’s very personal 
stories. 

Ṗeriod: July 13 (Thur.) ~ 23 (Sun.), 2017
V̇enue: Lobby, 1F, Bucheon City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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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OF 2017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 도록 
주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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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레이터
주제전
청년, 빛나는 | 신명환

특별전
여탕 보고서 - 여탕 브리핑 | 김민태
목소리의 형태 -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 김소원

기획전
나쁜 친구 - 날것 다부진 자화상 | 정혜용
VR 웹툰전 - 가상현실에서 만화를 만나다 | 양병석
한·벨 만화교류전 | 조익상
세계시사만화전 | 최민
세계만화자료전 | 오미진
비코프 20주년 발자취 | 김종범 
다니구치 지로 추모공간 | 김종범 
어린이 웹툰 기획전 | 임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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