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0-03호]

‘2020 부천만화대상’후보 작품 모집 공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국내외 만화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만화출판 장려를 통한 한
국만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2020 부천만화대상을 선정·시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
립니다.

1. 작품 신청(추천) 안내
가. 후보작품 자격
∘ 대상 기간: 2019. 6. 1. ~ 2019. 12. 31.
∘ 만화 부문: 기간 내 완간 또는 연재 종료된 온․오프라인 만화작품

※ 장편시리즈의 경우 연재 시작시점과 상관없이 기간 내 연재 종료된 작품
※ 옴니버스 작품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 학술 부문
- 기간 내 단행본으로 출판된 만화 관련 연구서
- 기간 내 학회 학술지(한국연구재단 학술 등재지)에 등재된 만화 관련 논문
- 기간 내 발간된 만화 관련 박사학위 논문
나. 신청자격: 개인, 만화 관련 기업 및 단체
다. 신청서 교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 - 공지사항
라. 접수기간: 공고일 ~ 3. 2.(월) 17시까지
마. 제출서류
∘ 부천만화대상신청서(온라인 만화의 경우 포털사이트 링크 내지 PDF 제출)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디지털 작품 및 학술부문 신청 작품은 원문(PDF) 제출
바.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songsuin42@komacon.kr)
사. 관련문의: 아카이브 사업팀 송수인 매니저 / 032-310-3054
2. 평가 및 선정
가. 선정위원: 7인 구성
나. 선정기준
∘ 만화부문: 작품의 작품성, 참신성, 대중성, 만화문화 진흥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학술부문: 연구의 질적 수준, 만화문화 진흥 기여도, 연구주제의 참신성, 문장력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결과발표: 입상자 개별통지 및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3. 시

상

가. 시상부문
부
대

문
상

어린이만화상
해외작품상
학술상
독자인기상

선정 작품
온·오프라인 모든 장르 만화 작품 중 최고점을 받은 국내 작품

상 금

훈 격

1,000만원

부천시장

어린이 대상으로 창작된 만화 중 최고점을 받은 작품

500만원

이사장

국내 출판된 해외 만화도서 중 최고점을 받은 작품

500만원

원장

만화문화 발전에 기여한 국내 연구 작품

300만원

원장

학술부문을 제외한 부천만화대상 1차 심사 통과한 20작품 중
온라인 투표 최다 득표 작품

300만원

시의회의장

나. 시 상 일: 2020. 8. 13.(목) (부천국제만화축제 개막식)
다. 수상작 지원: 2020년 부천국제만화축제 대상 수상작가 특별전 개최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