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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한국/중국 신진작가에게 듣는다

특집기획

동아시아 작가들에게도 매체와 작업환경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데뷔 10년차 미만 한

국과 중국 신진작가들에게 익명으로 솔직하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물었다. 같은 고민

을 하고 있을 작가들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Q         . 언제 데뷔했나요?

A. 2013년 가을에 데뷔했습니다.

Q. 현재 쓰는 기계와 프로그램을 알려주세요

A. Cintiq Companion1(휴대용 신티크)과 

 Clipstudio를 씁니다.

Q. 현재 월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연재중일 경우,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원 정도. 보통은 4~500만원  

 정도입니다. 연재 쉬는 중에는 현저히 줄어듭 

 니다.

Q. 문하생이나 어시스트가 있습니까?              

   있다면 지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A. 없습니다.

Q. 보통 연재하면 몇 회 몇 달간 하나요?

A. 보통 4~50회 분량의 작품을 선호합니다.  

 대략 10개월 정도 연재합니다.

Q. 작품구상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작은 단어에서 소재를 떠올리거나 음악 

 을 들으며 산책 중에 여러 생각을 하면서 

 많은 구상을 합니다.

Qusetion 인터뷰어 - 윤기헌(소장, 부산대 교수)

Answer 인터뷰이 - 한국 A작가(A로표기함)

Qusetion 인터뷰어 - 우하오란(중국 객원연구원, 만화연구자)

Answer 인터뷰이 - 중국 B작가(B로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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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장 힘든 점은 뭔가요?

A. 주1회 마감 중에 콘티가 안 나올 때... 

 스토리 짜다가 막혔는데 마감이 다가오면 

 머리가 더 굳는 느낌이라...

Q.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작품은 무엇인가요?

A. 판타지 장편을 하고 싶습니다.

Q. 정부나 지자체의 만화 지원사업을 받은 적 

   있나요?

 A. 없습니다.

Q. 만화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참가해 본적 있     

   나요?

 A. 전시 참여로 두세 번 정도 

 참가해본 적 있습니다.

Q. 휴식방법 또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나요?

A. 반려동물과 놀면서 휴식하거나 인터넷 

 쇼핑, 평일 여행 등으로 휴식을 취합니다.

Q. 연재할 때 피디나 편집자의 조력은 어느         

   정도 받으십니까? 스토리나 연출에 대한   

    조언을 받습니까?

 A. 연출은 전적으로 제가 하고, 대사를 매 

 끄럽게 하는 단어 선택에 피디님이 도움 주시 

 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Q. 현재까지 유료로 연재한 작품 수는 몇 개인   

   가요?

 A. 완결 후에 유료 전환된 작품들은 있지 

 만 대부분 무료 작품이었습니다.

Q. 감사합니다.

Q. 언제 데뷔했나요?

B. 내 전공은 무대미술이었습니다.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2005년이며 주로  

 신문사에 연재했습니다. 

Q. 현재 쓰는 기계와 프로그램을 알려주세요.

B. 처음에는 수작업이었고 현재는 포토샵을  

 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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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월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B. 월수입은 약 2만 위안(400여만 원)정도 

 입니다. 삽화의 경우, 수작업 원고가 가격이  

 괜찮습니다.

Q. 문하생이나 어시스트가 있습니까?                 

   있다면 지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B. 매니저가 2명이고 문하생이 10여명 쯤  

 됩니다. 매니저들은 주로 내 일상 업무를 도 

 와주고 보조금 관리도 합니다. 

Q. 보통 연재하면 몇 회 몇 달 간 하나요?

B. 작품 연재는 보통 반년 정도합니다.

Q. 작품구상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B. 나의 창작 주제는 어린시절의 놀이 시리 

 즈나 강남(장강 이남 지역)의 풍속, 그리고 중 

 국문화에 관한 그림책들입니다.

Q. 가장 힘든 점은 뭔가요?

B. 가장 곤혹스러운 때는 예술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예 

 술적 한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Q. 연재시 PD나 편집자의 조력은 어느 정도      

   받으십니까? 스토리나 연출에 대한 조언을  

   받습니까?

 B. 나는 신문 편집자들과 출판사와 줄곧 좋 

 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서적출간도 순조롭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Q. 만화지원사업을 받은 적이 있나요? 

B. 매 작품마다 현지 문화콘텐츠를 접수 할  

 수 있고, 한번 선정되면 일정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화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참가해 본 적이  

   있나요?

 B. 만화책 축제에 자주 참가합니다. 현지 

 활동이 많은 만화가들이 모여 있는 전국만화 

 전과 국제적인 전시회가 많아 동료들과 주로  

 많이 교류하곤 합니다.

Q. 연재료는 어느 정도 하나요?

B. 연재에 관한 한 보통 요금은 400위안~  

 600위안 선(8만~12만 원 정도)입니다.

Q. 감사합니다. 

한국/중국 신진작가에게 듣는다

ㅍ ㅍ ㅍ ㅍ ㅍ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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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창작체험관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백종성(만화콘텐츠산업분과 연구원, 중부대 겸임교수)

웹툰창작체험관(Webtoon Lab)이란?

 ‘웹툰창작체험관’은 ‘미래 문화콘텐츠 산업의 동력인 <웹툰>에 대한 창작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

으로, 웹툰 창작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의력 증진과 직업체험을 위하여 

웹툰 창작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거점’ 이다.

 다시 말해, 일반인 및 예비 창작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웹툰 체험시설로,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웹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웹툰 입문과정부터 전문

가 과정까지, 실제 창작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웹툰 종합교육을 실시하여 만화·웹툰의 전문창작인재를 발

굴하고 육성하는데 운영목표가 있다. 2015년 거점형 5개, 지역형 2개로부터 시작된 ‘웹툰창작체험관’은 현

재 거점형 12개(자립형 2개 포함), 지역형 22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되고 있다. 

 설립 목적은 형태에 따라 다르다. 거점형의 경우 웹툰창작자 양성 및 지역형 체험관 역할을 병행하며, 예비 

창작자 교육, 기성 작가 재교육 등 웹툰 창작에 대한 전문교육과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다. 지역형은 어린이, 청소년 웹툰 창작 체험이 주 목적이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웹툰 창작 및 직업체

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 평생학습관, 지역 문화센터, 청소년센터 등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향한

다. 자립형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고 운영한 후 중앙 지원금을 받지 않고 비예산 운영 형태를 통해 자부담으

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웹툰창작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

 웹툰창작체험관 참가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체험관 사업에 대한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과 전략을 도

출하고자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7년 11월 15일~2018년 1월 15일까

지 진행하였으며, 한국만화정책연구원 소속 대학교수와 대학원생이 연구원과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였고, 

통계 전문분석 기관인 부산대 통계 팀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조사는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수

도권, 충청, 영남, 호남권으로 분류하고 각각 8~10개 기관을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는 질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각 권역별 연구원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정성적 평가와, 참

가자용·운영자용 설문항목을 설계하고 체험관 참가자(624명), 운영자(31명)를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정량적 평가를 병행했다. 각각의 평가지표, 설문항목은 거점형, 지역형을 구분하여 설계했

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2017년 12월 한국만화정책연구소와 중부대학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의뢰를 받아 조사연구한  
<2015~2017 웹툰창작체험관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의 결과 보고서 요약본입니다. 발주처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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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설문조사 결과 
[표1] 정량평가-참가자용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

거점형 체험관 지역형 체험관
강의관련 만족도 4.00 4.20
강사관련 만족도 4.40 4.40
교육환경 만족도 4.00 4.30

안전예방교육 이행 정도 3.85 4.09
작품제작기간의 적절성 3.78 4.00
완성작품의 자기만족도 3.98 4.18

[표2] 정량평가-운영자용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

거점형 체험관 지역형 체험관
예산 관련 운영 실태 3.50 3.90

예산-자부담 사업비의 적절성 3.75 3.91
예산-인건비 적절성 3.58 3.95

교육인프라 4.20 4.00
운영프로그램 3.70 4.52

기여도 4.50 4.27

참가자용 설문조사 결과 거점형, 지형형 모두 강의, 강사, 교육환경 관련 만족도가 높았고, 작품 제작기간의 

적절성, 안전예방교육 이행 정도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직업별로는 현직 작가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운영자용 설문조사 결과 거점형은 교육인프라와 기여도에, 지역형은 운영프로그램과 기여도에 높은 점수를 

줬으나 예산 관련항목에는 둘 다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1) 별첨1 참조

웹툰창작체험관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Comics Policy Research Institute8

2) 정성평가 평가지표 결과

 질적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는 사업기획 부문, 집행관리 부문, 운영성과 부문으로 작성되었고 거점형은 지역

창작기반기여도 부문을 추가했다. 평가지표를 통해 기관 운영자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의 실질적

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체험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운영

과 프로그램 개발을 희망했다. 

 거점형의 경우 실무자들의 팁을 위주로 실무에 적합한 수업을 진행하였고, 창작공간을 개방하여 실제 작업

을 진행할 수 있는 창작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편이었다. 또한 국비사업, 지역사업과의 연계

를 통해 웹툰을 제작하고 전문가 양성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고양지식정보산업관’은 신한류홍보관, 아쿠아

스튜디오, 고양시 어울림누리, 중부대학교 등 고양시 곳곳에서 웹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양

시 스토리랩 KOCCA 국비사업을 통하여 웹툰 40여 편을 제작함으로써 지역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웹툰분

야의 발전도에 기여했다. ‘목원대학교’는 전공관련 대학이 지원하는 특성을 살려 사업화, 작가데뷔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특성에 따른 접근성의 제한, 집적화의 어려움에 따른 아카데미 구축의 

한계 등 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역형은 10대들의 프로그램 접수율이 높은 편이었고 흥미, 체험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며 웹툰의 진입장벽

을 낮추고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구성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도서관, 평생학습관, 지역 문

화센터, 청소년센터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구성하였다. ‘안양시립관양도서

관’은 도서관내의 많은 만화자료와 도서들을 활용하여 웹툰과의 연계 수업을 진행하였고, ‘완주중앙도서관’

은 ‘만화로 생애 돌아보기’라는 주제로 기술적 측면의 만화교육이 아닌 인문학적 접근법을 통한 만화교육을 

실시했다. ‘울산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진로체험관 특성을 살려 청소년위주의 교육을 진행했고, ‘문경

시청소년문화의집’은 소외된 지역에서의 웹툰창작체험관의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거점형과 지역형의 연계모델을 구상했었지만 거점형이 지역형을 관리하기에 현

실적 여건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경북문화콘첸트진흥원(거점형)_경산시립도서관(지역형)의 연계는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 애로사항으로는 e나라도움 시스템의 불편함, 강사수급의 어려움, 도심과 떨어진 소외지역의 성인반 

운영 어려움, 장비고장 및 수리의 불편함, 개방형 공간 오픈시 전담직원의 부족 등이 있었다. 

웹툰창작체험관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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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거점형 창작체험관에서 가장 도움이 된 점 [그림 2] 지역형 창작체험관에서 가장 도움이 된 점

웹툰창작체험관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웹툰창작체험관 사업의 성과 및 실적

 웹툰창작체험관 사업 이전에는 지방에 웹툰 인프라가 전무했다. 이전까지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 사업은 

주로 중앙 출판사, 작가, 기관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웹툰창작체험관 사업은 지역화의 첫걸음이자 지역인프

라 조성을 위한 훌륭한 모델이다. 이로 인해 지역거점화가 마련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웹툰, 만화사업이 탄

력을 받았다. 정부의 진흥정책 수혜가 골고루 이루어지게 되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해마다 연 인원 2만여 명

의 청소년과 예비 작가에게 공간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향후 웹툰 인력양성에 큰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웹툰창작체험관으로 인해 운영자, 시설 이용자들로 하여금 만화·웹툰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 향후 웹툰관련 인프라와 향유문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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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개선방안

 이수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운영자 심층면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의관련 만족도는 

높았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평균 3.98점)을 받았다. 이는 3년째 실시되고 있

는 기초, 예비작가, 전문반 등의 똑같은 방식의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체험관을 

운영하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강사관련 만족도도 매우 높았지만 

예비 작가반의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성도 보인다. 또한 안전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작품제작 

기간의 연장과 수업시간의 확대요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많은 운영자들이 ‘e나라도움’ 시스템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각 지자체, 교육청의 지원시스템과 호환이 힘들

어 어려워 했다. 다만, 2018년부터 시스템이 개선된다는 소식이 있어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고 국가에서 운

영하는 ‘e나라교육’ 상설교육 시스템이 있어 해당 홈페이지에 신청 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교육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고급과정 및 데뷔집중과정의 필요성, 사업확정 후 사업비를 미리 사용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겨울방학, 전반기 3월부터 교육이 필요하도록 조절, 매뉴얼을 만들어 수준별 프로그램에 대한 세

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강사관련 어려움은 농어촌 및 소도시의 강사수급이 힘들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인근 체험관과의 강사수급 연계를 고려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예술강사풀 제도(중앙

에서 선발, 배치를 담당하고 각 지역단위에서 평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거점형과 지역형과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 강의에서 탈피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 고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성과관리 측면에서 부천국제만화축제나 별도의 경진대회를 고려, 만화영상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자료 등의 공유가 필요하다.

정책 제안

● 자립형의 대안과 문제점
 2017년 기존의 웹툰체험관 중에서 자립형이 실시되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두 기관이다. 자립형이란 중앙지원금을 받지 않고 비예산 운영형태로 자부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전국 34개 체험관은 자립형으로 진화해야 한다. 중앙 지원금의 한계가 있고 장비 내구연한 및 기타 지역배

정의 형평성으로 계속적인 지원은 쉽지 않다. 또한 정착단계로 일컬어지는 4년차 사업에서 각 지역 체험관의 

웹툰창작체험관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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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립형은 기존 장비와 노하우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산의 경우 웹툰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부산웹툰(B-웹

툰) 산업육성계획’을 발표했고, 2021년 까지 웹툰 작가의 집, 웹툰스쿨 등 웹툰 창작 기반 조성, 창작자 인력 

양성, 글로벌 사업화 지원, 웹툰토시 브랜딩의 4대전략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자체

의 구상은 실현된다면 자립형으로서의 전환 또는 자체 체험관 구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전남의 경

우 부산과 반대로 예산의 문제로 큰 성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자립형이 가야하는 이른바 자

립 체험관 구체화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 전반적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
 조사결과 웹툰창작체험관은 지역의 새로운 웹툰인프라 구축의 성공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운영

자들의 지적처럼 기존 커리큘럼의 반복이나 체험 이외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문반과 강사

구축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2018년 새로운 신규선정이나 그간의 성과에 비추어 새로운 지역, 

특히 소외된 지역으로의 선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3년 이상의 기관에는 자립형으로의 전환 유도나 금액 삭

감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정책도 고려할 만 하다. 마지막으로 ‘웹툰캠퍼스’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이

다. ‘웹툰캠퍼스’ 사업이란 전문 웹툰 교육기회를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2017년 

순천을 ‘웹툰캠퍼스’ 사업으로 선정하고 2018년 이후에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따라서 새로운 웹툰창작

체험관 선정 장소를 웹툰캠퍼스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한다면 시너지 효과 및 지역 클러스터 발전

을 위한 단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웹툰창작체험관과 지역향유 문화의 확산 대안
 지역 웹툰문화 인프라와 향유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국 34개 웹툰창작체험관의 인프라를 보다 더 발

전시키고, 나아가 향유문화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 지역분권과도 관

련이 있다. 산업성 측면에도 매우 유용하다. 

 그런 면에서 2016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로 열리는 만화포럼 주제인 ‘만화문화향유를 위한 제언’이 

제시한 대안모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보다 많은 만화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김종옥)’, ‘소규모 전시관

의 지역특성, 소장자료, 기획력 강화(김소원)’ ‘지방중심의 만화인프라 구축(윤기헌)’, ‘민관협력의 거버넌

스 형태 구축(이진희, 김병수)’, ‘도서관, 전시장, 교육장 등을 갖춘 만화·웹툰 복합문화공간의 확대(이진희, 

김병수)’ 등과 웹툰창작체험관이 연계된다면 웹툰 인프라와 향유문화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웹툰 인프라와 향유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요 대안을 참조하여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다. 

웹툰창작체험관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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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계 최장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기네스북

에 등재된 작품이 있다. 

1969년 10월 5일 첫 방송 이후 현재까지 방영 요일과 

시간의 변경 없이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30분에 후지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사자에씨(サザエ

さん)>이다. <사자에씨>는 1946년 ≪석간 후쿠니치(夕

刊フクニチ)≫에서 연재를 시작한 이후 ≪신석간(新夕

刊)≫을 거쳐 1951년부터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에 연재되었다. 작가가 건강상의 문제로 연재를 중단

한 1974년까지 총 6477화가 연재된 장수 만화이기도 

하다. <사자에씨>는 주인공 사자에와 사자에의 남편과 

아들 그리고 부모님과 동생 둘이라는 대가족과 그 이

웃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사자에씨>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드라마, 연극, 뮤지컬, 영화로 

제작되며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다. 

원작자인 하세가와 마츠코(長谷川町子,1920~1992)

는 만 열 네 살의 나이로 <노라쿠로(のらくろ)>로 유

명한 만화가 타가와 스이호(田河水泡)의 제자가 되어 

이듬해인 1935년 인기 소녀 잡지 ≪소녀클럽(少女倶

楽部)≫에 단편만화로 데뷔한다. 여성 만화가가 극히 

드물었던 1935년 ‘천재 소녀’로 불리며 데뷔한 하세가

와 마치코는 소녀 잡지에 짧은 개그만화를 연재했고 

이후 <사자에씨>를 통해 폭넓은 세대에게 인기를 얻는 

작가가 된다. <사자에씨>의 연재 초기 배경이고 하세

가와 마치코의 고향인 후쿠오카시(福岡市)와 하세가

와 마치코가 오랫동안 거주했고 1985년 개관한 하세

가와 마치코 미술관이 있는 도쿄 세타가야구(世田谷

 1) 1990년 10월 28일 관동지방 시청률 39.9%. 온라인 시청률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방영된 TV 애니메이션 중 역대 시청률 1위.

하세가와 마치코 미술관
김소원 (만화 연구가)

区)에는 사자에씨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하세가와 마

치코 미술관은 하세가와 마치코가 여동생과 함께 수집

한 일본화, 서양화, 도예, 조각 등 다양한 미술품을 전

시하고 있다.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하세가와 미술관’

으로 개관했지만 하세가와 마치코 사후 현재의 이름으

로 바뀌었다. 하세가와 마치코 미술관은 누구든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미술관을 목표로 현재에도 작품의 

수집과 전시를 이어 오고 있다. 

미술관의 마치코 코너에는 <사자에씨> 등의 원화 작품

과 함께 하세가와 마치코의 도예 작품과 수채화 등 미

술품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매년 여름에는 ‘애니메이

션 사자에씨 전’을 개최해 작품 <사자에씨>의 원화와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기도 한다. 만화가의 기념관인 동

시에 순수 미술관이기도 한 이색적인 공간이다.  

일본의 만화 문화 시설을 찾아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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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가와 마치코 미술관(長谷川町子美術館)

홈페이지 http://www.hasegawamachiko.jp

주소 〒154-0015 東京都世田谷区桜新町1-30-6

관람료

일반 – 600엔
대학생, 고등학생 - 500엔
중학생 초등학생 – 400엔

20인 이상 단체, 65세 이상, 장애인 수첩 소지자 및 그 보호자 
각 100엔 할인 (중복할인 없음)

이용시간 오전 10시 ~ 5시 30분 (입장은 5시 까지)

휴관일 월요일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연말연시

일본의 만화 문화 시설을 찾아서 (10)

하세가와 마치코 미술관 (구글 스트리트뷰) 후쿠오카시 사자에씨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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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BICOF 가이드 

한여름의 만화축제 제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
8월 15일~22일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영상 문화단지에서 개최

21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오는 8월 15일(수)부터 19일(일)까지 5일간 한

국만화박물관과 부천영상문화단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공식 주제는 ‘만

화, 그 너머’.  폭넓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동시에 영화, 드라마, 공

연 등과 융합하며 더욱 더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만화 웹툰의 현재를 담

고 있다. 주최측에서는 “축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오로지 산업적 성

과에 대한 것은 아니다. 웹툰의 급격한 산업적 성장은 일면 패턴화 된 작

품스타일을 양산하고 이로 인해 다양하고 독창적인 창작문화가 침체되는 

측면도 있다. 올해 축제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만화의 융합성과 더불어 

다양성, 예술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축제를 통해 만화 본연의 미학과 다

양한 영역의 융합을 탐구하며 ‘만화, 그 너머’를 상상해 보고자 한다.”며  

축제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올해의 축제 핵심 키워드는 3F-상상(Fancy), 즐거움(Fun), 함께(Fel-

low)다. 즐거운 상상을 관람객과 함께할 이번 축제에서는 주제전을 통해 

‘만화, 그 너머’에 있는 의미를 전달하며, 특별전은 지난해 부천만화대상

을 수상한 미역의 효능 작가의 <아 지갑놓고나왔다>전과 해외작가상을 수상한 쥘리 비르망, 클레망 우브르리

의 <피카소>전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기획전으로 여름의 더위를 날려버릴 공포만화전시가 기다리고 있다.

축제 행사장 이미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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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 개막식 : 오프닝 및 주제공연, 부천만화대상 및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시상식, 개막선언

전시
 · 주제전 : 주제<만화,그 너머>전시
 · 특별전 : 2017 부천만화대상 수상작 <아 지갑놓고나왔다>, <피카소>
 · 기획전 : <공포만화전>

만화마켓
 ·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등 섹션별 홍보·프로모션 부스
 · 만화 콘텐츠 프로모션 쇼케이스 운영 및 상품판매

경기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

 · 국제코스프레챔피언십·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 (퍼포먼스, 포즈쇼, 댄스쇼부분)

 · 부천 도심 퍼레이드 (토요일 오후)

 · 1일 1회 축제 행사장 퍼레이드 (토요일 제외)

한국구제
만화마켓
(KICOM)

 · 국내외 유명 바이어와의 1:1 비지니스 매칭상담 (B2B)

 · 네트워킹 리셉션

참여행사

 · 작가 사인회 : 인기 만화가, 웹툰작가 사인회

 · 웹툰 콘서트 : 작품별 OST 콘서트와 토크 콘서트

 · 만화OST콘서트 :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명작 만화 OST

 · Bicof 버스킹 : 축제 공간 곳곳에서 펼쳐지는 자유공연

 · 어린이 놀이동산 : 즐기고, 체험하고, 놀거리가 가득한 축제의 재미 공간

 · 나눔 캐리커쳐 : 전문 작가에게 캐리커쳐받고 기부하기

 · 나눔 만화벼룩시장 :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가치 충만한 만화책을 살 수 있는 기회

 · 푸드존 페스티벌 스트리트 : 관림객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줄 푸드트럭

이번 축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코스프레페스티벌이 함께 열린다. 해외 유명 코스튬 플레이

어들과 대한민국 최강의 코스튬 플레이어들이 국제코스프레챔피언십에서 펼치는 경연은 대회를 보는 이들의 

많은 감탄을 자아낼 것으로 기대 된다. 18일 토요일 저녁 부천시청 인근 도로에서 세계의 만화를 주제로 코스

어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프레 시내 퍼레이드도 함께 개최된다.

  ‘한 여름밤의 축제’라는 공식포스터 콘셉트에도 드러나듯이 올해 축제는 야간에도 진행된다.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하고 부천국만화축제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

관광부, 보건복지부, 경기도, 부천시에서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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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만화·웹툰 관련 기관 사업공고

사업명 링크 사업기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제17회대구 만화·캐릭터 

공모전

https://www.dip.or.kr:446/open_content/
sub.php?menuIdx=52&page=/pages/bbs/
view.php&wb_num=&a_idx=I_040204163
945&category=&search=&keyword=&pag

eIdx=1&b_num=2999&look=

2018년 7월 16일(월)
- 8월 3일(금)

경상북도문화콘텐츠 진흥
원 2018 웹툰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작가모집 공고

https://gcube.or.kr:1021/home/sub1/sub1.
asp?bseq=3&cat=-1&sk=&sv=&yy=&page=1&

mode=view&aseq=6611

2018년 6월 22일(금)
- 7월 27일(화) 18:00

조달청
모바일 비상대응 매뉴얼 

웹툰 제작 용역

http://www.g2b.go.kr/pt/menu/selectSub-
Frame.do?framesrc=/pt/menu/frameTgong.
do?url=http://www.g2b.go.kr:8101/ep/tbid/

tbidList.do?taskClCds=&bidNm=웹툰&search
DtType=1&fromBidDt=2018/05/23&toBidDt=20
18/06/22&fromOpenBidDt=&toOpenBidDt=&r
adOrgan=1&instNm=&area=&regYn=Y&bidSe

archType=1&searchType=1

2018년 6월 27일(수)
- 6월 29일(금)

 사업명 링크 사업기간

다음웹툰 공모대전6 http://webtooninsight.co.kr/
Forum/Content/5132

2018년 8월 13일(월)
- 8월 16일(목)

제7회 미스터블루 웹툰 공모전 http://webtooninsight.co.kr/
Forum/Content/5115

2018년 5월 16일(수) 
- 7월 31일(화) 24:00까지

제8회 일요신문 만화 공모전 http://webtooninsight.co.kr/
Forum/Content/5086 2018년 7월 16일(월) 

제2회 등대해양문화 웹툰 공모전 http://webtooninsight.co.kr/
Forum/Content/4983

2018년 4월 1일(일)
- 7월 31일(화)

(2018년 6월 22일 기준)

정혜원(만화교육분과 연구원)



한국만화정책연구소 리포트 12호 17



한국만화정책연구소 리포트 12호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