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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의 비상 (飛上)

: 만화,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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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병준, <달려라 봉구야>
© 길찾기(2003) / Kana(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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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수많은 격동과 파란의 시대를 관통하는 상징적인
작품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작가들의 창의적인 시선과 거침없는 상상력을 담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의 울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총괄기획자 사환규

벨기에 만화 센터가 준비한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그야말로 여행을 하듯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만화가 지난
100년간 지나온 여정을 되짚어보는 시간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09년에 신문에 처음 게재되었던 삽화부터,
1960년대를 풍미했던 만화방 속 작품들, 이들을
탄생시킨 대표적인 작가들과 온라인상에서 스크롤을
오르내리며 즐기는 웹툰에 이르기까지!
종이책을 지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들며 진화해온 한국만화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독자들의 시선을 영원히
사로잡고, 끊임없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총괄기획자 Melanie Andrieu

함께한 분들 : 박세현, 조관제, 권창호, 신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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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의 만화 역사 속 하이라이트
이번 전시는 한국만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드러내는
50여명의 작가를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만화를
대표하는 시리즈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캐릭터들을
통해 지난 100년의 만화 역사를 되새기며, 전시를
찾아온 관람객에게 한국만화의 풍요로움을 선보인다.

김종래, <엄마찾아삼만리> ©1958-9

안석주, <씨동이의 말타기>
©어린이(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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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연, <풀하우스>
©학산문화사(1996) / Saphira(2006)

1909년도의 신문 연재 만화부터 오늘날의 웹툰까지
150개의 만화 원본과 대표적인 작품들의 복제본이
벨기에 만화 센터에서 공개된다. 한국만화가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며 변화하는 독보적인 창작의 세계 속 숨겨진
이야기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펼쳐진다.

김명미, <김비서가 왜그럴까>
김명미|정경윤 ©와이제이코믹스(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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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 1945

근대만화의 시작
1909년 6월 2일 창간된 <대한민보> 창간호에 실린
이도영의 목판화는 ‘삽화(揷畵)’라는 이름의 한칸 만화로
한국 최초의 만화를 탄생시키며 근대만화의 시작을
알린다.

이도영, <삽화>
©대한민보(1909)

김동성, 김홍도, 신윤복, 최영수, 안석주 작가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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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 1979

새로이 떠오르는 대중문화,
현대만화
한국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김용환은 1946년 한국 최초 만화
단행본인 ‘토끼와 원숭이’를 내고, 이후 ‘코주부 삼국지’를 연재한다.
그는 코주부 시리즈로 칸나누기와 말풍선이 있는 만화 형식을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현대 한국만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김용환, <토끼와 원숭이>
©조선아동문화협회(1946)

김성환, <고바우영감> ©한국문화사(1950)

김성환은 1950년 ‘고바우 영감’을 처음 그렸으며, 2000년도까지
14,139편을 연재했다. 이 기록은 한국만화 역사상 최장의 기록으로
기네스북에도 등록되었다.
김종래, 임창, 고우영, 신문수, 김원빈 작가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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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들은 ‘만화방’을 통해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 한국만화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인 만화방은 1960년대부터
전성기를 맞았다. 만화책과 잡지를
저렴한 값에 즐길 수 있던 만화방은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도서들을 접할 수 있는
장이 되어주었다.

우측 그림과 9쪽 :
김원빈, <주먹대장>
©어깨동무(1975)

1960~1980년대에
공상과학만화, 로봇만화,
스포츠만화, 명랑만화,
순정만화, 모험만화, 액션만화,
무협만화 등 다양한 만화 장르가
개척되면서 한국 만화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박기정, <레슬러>
©영진문화사(1967)

前한국만화가협회회장 조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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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1999

다양한 스타일과
새로운 장르의 만화
폭넓은 독자층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작가들은 더욱 다양한 만화를
연재하고, 새로운 장르에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만화라는 장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한국만화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점점 더
다양한 독자층을 꾸려갔습니다.
前한국만화가협회회장 조관제

신일숙, <아르미안의 네 딸들>
©프린스(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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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작품을 탄생시킨 이두호의
대표작으로는 조선왕조 시대를 그린
대형작이 있다. 이두호가 1991년 부터
연재한 ‘임꺽정’ 시리즈의 불어판은 ‘
임꺽정’-마음씨 좋은 도적 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에 만화전문출판사 파케
(Paquet)에서 출판됐다.

이두호, <임꺽정>
©스포츠조선(1991)

김동화는 여러 만화책과 동화
에세이를 그렸다. 그는 익숙할 수 있는
소재에 섬세함을 더해, 여성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와 같은 주제를 작품
속에 아름답게 녹여냈다.
김동화, <기생이야기>
©대원(1998)
<Histoires de Kisaeng>
©Paquet(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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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경은 잡지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했다.
그녀는 한국의 유명 작가 박완서가 쓴 다수의 소설을
만화로 그린 장본인이다.

이해경, <쿠스코에 불어온 바람>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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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은 1997년에 만화잡지 <아이큐점프>에 ‘힙합’을
연재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브레이크 댄스를 소재로 한다. ‘힙합’ 시리즈는 150만권 이상
판매되었다.

이현세, 김수정, 신일숙, 원수연, 이희재, 조관제, 박재동,
장태산, 아트만두, 홍승우, 최호철, 양영순 작가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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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 <힙합>
©서울문화사
<아이큐점프>(1998)

2000 > 2021

웹툰의 세계
한국만화가 디지털화 되면서
여러 웹툰 시리즈가 전시되고, 큰
2000년대 초에 ‘웹툰’이 탄생했고, 인기를 끈 웹툰 원작 드라마들의
그 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촬영 비하인드가 공개된다.
있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이태원 클라쓰’나 ‘김비서가
왜그럴까’와 같이 로맨스에서
스릴러를 오가는 다양한 웹툰
장르를 선보인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췌한 형식으로
주호민, <신과 함께>
©네이버 웹툰(2010)

광진은 ‘이태원 클라쓰’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이태원
클라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재벌가를
대상으로 복수극을 펼치는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다룬다. 광진의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된 드라마 ‘
이태원 클라쓰’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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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이태원 클라쓰>
©다음 웹툰/카카오
페이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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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공간의 제약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좋아하는
웹툰에 빠져들 수 있는 거죠. ‘만화’가 누리던 영예를
이제는 ‘웹툰’이 가져가게 되었어요. 하위문화로만
여겨져 오던 웹툰이 K-문화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권창호

하일권, <병의 맛>
©아르테팝(2018)

하일권의 대표작은 단연 ‘병의 맛’이다. 하일권은 외로움과
학교 폭력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를 ‘병의 맛’에 섬세하게
불어넣었다. 그림체가 강렬하고, 스토리가 정교하며, 연출력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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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하는 한국 웹툰계에서 인정받는 작가다. 1987년 ‘뛰어라!
빠가사리’로 데뷔 후, 그의 ‘로맨스 시리즈’ 삼총사인 ‘위대한
캣츠비’, ‘로맨스 킬러’, ‘큐브릭’으로 입지를 다졌다. 특히 ‘위대한
캣츠비’는 무엇보다 정교한 그림체와 연출력으로 타 작품들과
구별된다.

강도하, <위대한 캣츠비> ©애니북스(2004) / Casterma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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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석은 웹툰 연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단편들을
연재했다. 2013년 연재하던 ‘송곳’에 이어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지옥’을 연재했고, 현재 웹툰 ‘지옥’
을 기반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가 제작과정에
있다. 최규석은 현대 사회의 큼직한 문제들을 소재로,
그 속에서 매우 현실적인 인물들을 그려내며, 그
인물들이 살아내는 긴박한 이야기 속에 독자들이
완전히 빠져들어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최규석, <지옥> ©네이버 웹툰(2019)

18

강풀, <순정만화>
©문화세계사(2003) /
Casterman(2009)

웹툰존에서는 원수연, 석정현, 주호민,
수신지, 김명미, 윤태호 작가와 독보적인
‘미생’ 시리즈를 만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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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바라본
한국만화
한국에서는 웹툰이 큰 인기를 끌면서 더이상 환영
받지 못하지만, 유럽에서는 지금도 다양한 연령층의
폭넓은 독자들이 출판만화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유럽 독자들은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만화가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만화가 특유의
화풍과 문체로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환

김수박, <아날로그맨>
©새만화책(2006) / Atrabile(2009)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은 박건웅은 근현대사의
어두운 비극들을 ‘꽃’, ‘노근리 이야기’, ‘제시 이야기’
와 같은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 외에도 각종
사회 문제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낸 100여편의
만화를 그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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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웅, <노근리 이야기>
©새만화책(2006) /
Vertige Graphic(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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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는 ‘나쁜 친구’로 제44회
앙굴렘국제만화축제(2016)
에서 <새로운 발견상>을
수상했다. 앙꼬의 수상은 한국
만화가로서 최초다. 책으로
출판된 ‘나쁜 친구’는 사실적인
묘사와 디테일이 담긴 앙꼬
작가의 특별한 매력을
선보인다.

앙꼬, <나쁜 친구>
©창비(2012)
/ Cornélius(2016)

홍연식의 작품은 크나큰 인기를
끌며, 프랑스와 미국 그리고
중국에 판권이 수출되었다.

홍연식, <마당 씨의 식탁>
©우리나비(2015)
/ Sarbacane(2017)

관람객들은 그 외에도 김금숙, 김홍모, 심흥아, 변병준, 마영신, 송아람,
박윤선, 하민석, 김수박 작가의 만화의 원본을 만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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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관련 정보
주최) 벨기에 만화 센터
협력기관) 브뤼셀 재외한국문화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KOMACON)
후원) 벨기에 수도 브뤼셀 지구
총괄기획(공동) : MÉLANIE ANDRIEU, 사환규
글 : MÉLANIE ANDRIEU, 사환규, 박세현, 조관제, 권창호, 신명환
번역 : PHILOTRANS
감수 : MARNIK VENTURUZZO
디자인 : PIERRE SAYSOUK
인쇄 : SADOCOLOR
시청각 자료 : MANUEL FERNANDEZ VAZQUEZ
저작권 : 한국만화영상진흥원(KOMACON)
운영관리 : MARIE VAN EETVELD
편집/제작 : STÉPHANE RENIER, 벨기에 만화 센터 직원 일동
홍보/마케팅 : VALÉRIE CONSTANT, RÉMY GAUTHIER, TINE ANTHONI

2021년은 한국과 벨기에가 수교를 맺은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벨기에 만화
센터는 120주년 기념 행사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 주신 작가님들과 든든한 협력기관이 되어준
브뤼셀 재외한국문화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KOMACON)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기관의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 출판 파트너 분들, 그리고
전시 준비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각고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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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만화 센터
주소 : Rue des Sables 20, Brussels 1000 Belgium
월/화 휴무 (방학기간에는 휴무 없이 7일간 운영)
오전 10시~오후6시
전화 : +32 2 219 19 80
홈페이지 : www.cbbd.be
이메일 : visit@cbbd.be

언론/홍보 관련 문의
담당자 - Valérie Constant
전화 - 0473/ 85 57 90
이메일 - v.constant@aproposrp.com

언론 배포용 이미지 자료실
www.cbbd.be/fr/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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