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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1

2018 지역콘텐츠 성장 발전 포럼
이화자(교육분과 선임연구원, 공주대 교수)

2018년 10월 5일(금)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문화체
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지역
콘텐츠 성장 발전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
는 “캐릭터, 지역콘텐츠산업을 디자인하다” 였으며, 세
션 1,2로 구성되어, 세션 1은 “성공하는 지역콘텐츠의 해
답 캐릭터에서 찾다”는 주제로, 세션 2에서는 “당신이 알
지 못했던 스토리텔링의 속이야기”로 진행되었다.
세션 1에서 총 세 가지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그 세 가지
는 본 연구자의 “지역·공공 캐릭터 활성화 문제점 및 개
선방안”과 일본 유루캬라 그랑프리 실행위원회 니시 슈
이치로 회장의 “유루캬라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일본 지

역 문화콘텐츠 활성화 성공 사례”, 그리고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제1인쇄주식회사 신규사업부 히가키 미즈
에 팀장의 “마케팅 성공사례를 통한 지역·공공 캐릭터
활성화 전략” 발제였다.
세션 2에서는 총 세 가지 발제와 관객과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발제는 인하대 김영순 교수의 “지
역콘텐츠_스토리텔링의 성공 요소”, 코스웬콘텐츠 정소
리 대표의 “소셜캐릭터_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탄생
한 캐릭터 ‘부산언니’이야기”, 캐리소프트 김동진 부사
장의 “스토리텔링의 시작_IP 비즈니스 이야기”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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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전체 사회와 토크콘서트 모더레이터는 한양대 김
영재 교수가 맡았다.
세션 1에서는 지역콘텐츠 성장 발전에 있어 그 활성화 방
안으로 지역·공공 캐릭터에서 그 해답과 활로를 찾고자
한국과 일본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하는 시간
을 가졌다. 세션 1의 제1주제에서 본 연구자는 한국의 지
역·공공 캐릭터의 개념과 현황, 그 순기능과 활성화, 활성
화의 문제점, 10가지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제2주
제의 니시 슈이치로 회장은 일본‘유루캬라’의 정확한 개
념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한국과 일본의 지역·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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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의 개념의 차이점과 캐릭터 개발의 차이점을 논의
하였다. 그리고 일본 유루캬라가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
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유루캬라는 캐릭터 비즈니스 관
점보다는 지역민의 소통 도구와 홍보 효과로써의 목적성
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유루캬라가
일반 콘텐츠 기업에서 제작·생산되는 캐릭터들보다 인기
가 없다는 점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제3주
제의 히가키 미즈에 팀장은 2009년부터 에히메현 이마
바리시의 대표적인 유루캬라인 ‘바리상’을 개발, 관리해
온 담당자로서 ‘바리상’의 개발과정과 캐릭터 역사, 다
양한 프로모션 진행 방법, 400종류 이상의 캐릭터 라이

선스 상품, 지역 특산물 및 특수성과 연결된 캐릭터 머
천다이징 개발 사례 등을 발제하였다. 이마바리시의 ‘바
리상’은 2012년 제3회 유루캬라 그랑프리 1위를 한바가
있으며, 일본 유루캬라 성공 사례에서도 중요한 캐릭터
로 손꼽히고 있어 이번 발제 내용은 실용적인 정보를 얻
을 수 있었다.
세션 2의 제1주제에서 김영순 교수는 지역문화와 지역
문화콘텐츠의 개념을 설명하고, 지역문화의 카테고리를
생활문화, 예술문화, 관념문화 세 가지 틀에서 고찰하였
다.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 사례를 발표하고, 그
사례 탐구로써 인물 콘텐츠로 공간 스토리텔링 하는 방
법을 고구려와 백제를 세우는데 공헌을 한 여성인물 ‘소
서노’를 테마로 발제하였다. 그리고 소서노 인물 콘텐츠
활용 공간 스토리텔링 요소와 공간 스토리텔링 방향, 지
역문화 적용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주제에
서 정소리 대표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창작된
소셜캐릭터인 ‘부산언니’의 캐릭터 개발 사례와 발전 과
정 등을 발제하였고, 대표직을 맡고 있는 (주)코스웬콘
텐츠의 사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기존의 캐릭터 비
즈니스와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전개하였다. ‘Social
Character’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
공되는 콘텐츠를 캐릭터가 친근하게 전달하여 댓글과 메
시지로 구독자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공감하는 캐릭터임
을 논의하였다. 소셜캐릭터 ‘부산언니’는 소셜미디어 채
널 구독자들의 자발적 참여 및 유기적 소통을 통해 성
장해 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주)코스웬콘텐츠는‘부산
언니’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캐릭터 향유 대상을 넓히기
위해 ‘부산아재’, ‘부산언니TV’, ‘부산오빠’, ‘부산이모’
등의 부산언니패밀리 소셜미디어 채널도 새롭게 만들어
캐릭터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캐릭터 머천다이징 개발과 부산관광공사와의 협업으로
부산 테마관광코스 콘텐츠 개발, 패밀리 트립툰(여행소
개 웹툰), 캐릭터 팝업스토어 등을 통해서 캐릭터 프로
모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세션 2의 제3주제는 2017년 2월 기준으로 한국 어린이
프로그램 1위, 전 세계구독자수 900만 명을 구독자를
갖고 있는, 키즈 크리에이터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채널을 운영하는 캐리소프트 김
동진 부사장의 발제였다. 김동진 부사장은 캐릭터를 기
반으로 하는 IP 비즈니스의 사례로 1인 미디어 시장 배
경 속 ‘캐리TV’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설명하였고, 기존
의 캐릭터 비즈니스 전개 및 전략 방법과는 차별화 되게
접근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픽션과
논픽션 캐릭터의 혼재를 통해 픽션과 논픽션 캐릭터의
장, 단점을 보완하며, 또한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독
자를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발제하
였다. ‘캐리TV’의 성공에 이어 동물캐릭터와 채널을 새
롭게 개발하였고, 다양한 머천다이징과 키즈카페, 콘서
트, 뮤지컬, 어린이쇼 등을 기획하여 ‘캐리’캐릭터 브랜
드화에 힘쓰고 있다.
본 포럼은 2018 부산넥스트콘텐츠페어와 연결되어 개최
되었고, 2018 대한민국 지역·공공 캐릭터 공모전(제1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과도 협업적으로 진행되었다. 지
역콘텐츠 성장에 있어 지역공공 캐릭터와 지역 캐릭터(
인물) 스토리텔링, 지역 콘텐츠기업들의 활로, 새로운 매
체 운영에 따른 새로운 캐릭터 비즈니스 모델 등을 고찰
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지역콘텐츠 성장
을 위해 지속적, 효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지역 산업 연
계 육성을 통한 선순환적 산업 구조에 관심을 두어야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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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만화의 거장 김용환 서거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윤기헌(소장,부산대 교수)

1부 김용환의 작품세계와 만화사적 의의
김용환이 남긴 위대한 유산
박기준(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역임, 만화연구자)

김용환 (필명 木丁,1912-1998)은 일제 식민시대 활동했던 그는 삽화가와 만화가의 길을 접고 해방과 함께
귀국했다. 시사만화에서 삽화, 연재만화 등 일거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출판미술에 관해 어느 한 분야도 따라잡을 이가 없었다. 일본에서 필명 기타코지(北宏二)로 최고의 경쟁자
들과 활동할 때나 다름없이 정성을 쏟았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교과서 삽화는 물론 1946년 을유문화사에서
출간한 ≪소학생≫ 지에 우리의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를 연재하며 청소년만화의 포문을 열었다.
그의 장르는 다양해서 모든 후학들에게 귀중한 교재가 되었다. 특히 동물만화인 정운경의 <진진돌이>, 김수
정의 <아기공룡 둘리>, <뽀롱뽀롱 뽀로로>, <빼꼼> 등이 세계시장까지 누비게 된 것도 우리 만화사에 김용환
이라는 불세출의 작가가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1959년 일본 주재 극동사령부의 촉탁으로 근무했으며 ≪통일일보≫ 고문으로도 활동하며 작품을 발표했다.
1994년 지병으로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떠나 파킨스 병에 시달려 고생하였는데 이때에도 연필과 스케치북
을 옆에 놔두는 것만은 잊지 않았다고 한다. 1998년 토렌스에서 생을 마감했다.

김해 출신 목정 김용환의 생애와 만화론
정규하(부산대 박사과정)

1912년 김해시 진영에서 11형제 중 장남으로 출생한 목정 김용환은 어릴 적부터 그림에 대한 비범한 재능을
보인다. 동래고등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31년 가와바타 미술학교(川端画学校)와 데이코쿠미술원에
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된다. 일본 생활 중 간판집의 조수, 신주쿠 초상화, 가미시바이라는 종이 연극에 필요한
그림을 그려주는 일 등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급우의 소개로 에지마 다케오(江島武
夫)의 조수로 일하게 된다. 점점 성장한 김용환은 <니혼쇼넨>(日本少年)에서 기타 코지(北宏二)라는 필명으
로 활동하게 되고 고단샤의 세계 명작 시리즈를 맡으면서 그가 동경하던 가바시마 가츠이치와 필적할 만한 작
가로 인정받게 된다. 1945년 5월 <렌세이노 도모（錬成のとも）>의 한국 내 발행을 위해 고단샤의 직원 신분
귀국했고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1945년 9월6일 발행된 첫 영자일간지 『서울타임즈(The Seoul Times)』에
연재하면서 본격적인 만화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1945년에는 최초의 만화 단행본 ‘홍길동의 모험’ 1946년
최초의 여성만화 ‘미쓰 꽈리’ 1948년 최초의 성인만화잡지 『만화행진』 발간, 1949년 주간신문 [만화뉴스]
를 자비로 발행하는 등 최초라는 수식어가 그에게 따라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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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처 피난하지 못한 김용환은 반공 활동 지식인으로 색출되고 그의 재능이
활용되는 선동 조직 미술가 동맹으로 전향하게 되어 대남 선전물을 제작하게 된다. 서울이 수복된 후에는 방
첩부대 CIC에 의해 취조를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다. 이때도 그의 재능은 이념의 도구로 활용되어 대
북선전물 제작에 동원된다. 전후 한,일 양국에서 90년대 까지 많은 양의 작품 발표하게 된다.

1959년 도쿄에 있는 미군 극동사령부의 작전국 심리전과에서 1972까지 근무했고, 1995년 미국으로 이민,
1998년 12월 1일, 86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2005년 그의 작품 ‘코주부 삼국지’가 복간되었고, 2013년 ‘토
끼와 원숭이’ 는 등록문화재 제537호로 등록되었다.
그는 여러 가지 만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 시사만화에 대해서는 “만화가 가진 능력의 하나는 비판능력이
다.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행동, 성격, 생활방식 등 인간사회 전반에 걸친 내
용들이 만화에 의해 직접 간접으로 묘사되고, 동물 혹은 다른 사물에 비유되어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이렇게
지적되는 인간의 약점은 웃음이라는 독자의 공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역할을 가진 시평만화가가 되
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자질이 필요하다. 만화가는 멸학해도 좋으니 박식해야 하며, 일선 신문기자 정도의
날카로운 감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만화가로서의 능란한 뎃상력을 갖추어야 함을 더 말할 나위도 없다.”라
고 명확한 생각 밝히며 식민 통치로 끊겨 버린 시사만화의 명맥을 이었다는 평을 받는다.
아동 만화에 대해서는 “만화는 어떤 한 개의 테마를 만화적 수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그려내되, 명랑성, 기
지, 상상력 등을 ‘유모어’의 매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며 만화는 어떠한 테마에 의한 내용을 第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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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的으로 하고 그림은 第二義的인 표현 방식에 불과한 것이며 아동에게 일종의 행동적인 공상력을 만족시
켜 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설명과 뚝 떨어져서 한 개의 그림만으로 보더라도 만화는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되어
야 한다. 그러므로 만화가는 내용을 적절히 표현하는 화가인 동시에 또한 우수한 아동 작가의 소질이 필요하
며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고 항상 아동 관찰과 아동 심리에 관심을 갖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독자가 되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주관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스스로를 화공예술가라 자주 칭하는 것도 그것을 대변한다고 보인다. 그림에 치중하며 순수 창작 스토
리만화가 많지 않음을 그에 대한 아쉬움으로 말하는 후학들의 평이 있다. 그는 해방 전 성공한 펜화가로, 해
방 후에는 전업만화가의 전형을 보이며 만화가 제자리를 잡는 것을 선도했다. 만화가 금전적 보상과 만화가의
지위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실증을 보였으며, 그에 따른 만화가들의 연대와 단독의 영역으로 잡지 창간
에 이르게 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전후 읽을거리가 없던 아동들의 문화적 혜택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
에 그의 만화는 후학들에게 그대로 교과서적 입지로 인정되게 된다. 그의 만화적 능력이 현대사를 관통하며
이념의 도구로 활용되는 아픔을 겪은 그는 스스로의 극복 방안으로 끊임없이 한국적 요소를 담아내려 했다.

일본에서의 김용환(필명: 기타코지) 만화작가활동과 의의
우시다 아야미(牛田 あや美,교토 조형대 교수)

2014년도부터 3년간 ‘전시하의 만화로 그려진 전지 및 식민지 표상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전
쟁 전 전쟁중기의 일본통치하의 ‘만화’, ‘삽화’를 중심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그 연구조사과정에 있어 외지출
신자이며, 내지(일본 국내)에서 활약한 작가가 없을까 하여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스토리만화의 아버지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김용환 씨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김용환”이라는 제목으
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코지 씨라고 말씀드려도 일본 출판계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에 있었는지 이해
하기 힘드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름의 사람들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
문에 그들이 라이벌 형태를 이룹니다. 그들은 전쟁 삽화를 주력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함이나 항공기 등
소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주로 소년지에서 활약했습니다.
다음으로 발견한 것이 1934년 11월호 잡지 ≪일본소년≫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기타 코지”라는 이름이 많
은 잡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1935년 7월호 ≪부인과 수양≫(婦人と修養)이라는 잡지입니다. ‘가정만
화’라고 해서, 문장과 만화 같은 풍자만화입니다. 풍자만화의 왕도적인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은 전후 한국
에서 활약하셨을 때, 이런 스타일로 곧잘 그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후 일본에서 활약에 대해 간단하게 말
씀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씨는 놀랍게도 전후 일본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잡지 ≪오모시로
구락부≫(面白クラブ) 1952년 8월호입니다. 이 시기에 김 씨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위로 여기서 게
재가 된 것인지는 불명입니다. ‘코주부’와 상당히 비슷합니다만, 이것은 전쟁전의 대인기만화, 아소 유타카(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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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豊)의 <만사태평한 아버지>(のんきなお父さん)의 오마주로 생각됩니다.
1959년 일본의 만화사에 있어 가장 획기적인 해입니다. 그것은 ≪주간소년선데이≫(週刊少年サンデー), ≪
주간소년매거진≫(週刊少年マガジン)이 창간된 해입니다. 여기서부터 일본의 스토리만화의 역사가 본격적
으로 막을 엽니다. 이 해 김 씨는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옛 둥지였던 고단샤에서 ≪소년클럽≫에서 활
동하고 있습니다. 전후 구락부는 한자에서 가타카나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아직까지도 수요가 있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소년구락부≫는 후에 ≪주간소년매거진≫이라는 후속잡지가 되는데, 놀랍게도 그는 ≪주간소
년매거진≫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일본에서의 ‘기타코지’의 발견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오고 난 뒤로, 간판을 그리고, 캐리
커처로 생계를 꾸려나가거나, 한국에서 최초의 애니메이션회사 설립 등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습니다. 아직
연구 도중이기 때문에 불분명한 부분도 많습니다. 또한 미국잡지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지막은 미국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슬라이드로 그의 화풍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눈치 채셨습니
까?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지만, 아직 화풍이 다른 작품이 있습니다. 동일인물이 그렸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화풍이 다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그리진 않을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점이야말로, 기
타 코지/김용환이라는 작가성이 나타날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줄곧 정치적인 문제에 좌우되던 한사람
의 만화가를 쫒아오면서 일본, 한국, 북한, 미국과 국경을 초월한 만화가의 존재를 명확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한국만화정책연구소 리포트 16호

9

2부 김용환 만화박물관 건립에 따른 지역만화콘텐츠의 방향성 국제심포지엄
김용환 만화박물관의 건립과 김해 문화관광콘텐츠로서의 가치
윤기헌(부산대 교수)

김해가 갖는 만화문화의 상징성은 첫째, 10여 년 간의 지역 최대 만화페스티벌 노하우, 둘째, 현대만화의 거
장 김용환 선생의 고향이며 이를 통해 김해 이미지 개선 및 관광콘텐츠로 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김해가 주창하는 ‘예술과 가야 고대문화 관광이미지’와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 생성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김해는 현재 인구 52만 명, 경남 15.7%를 차지하며 도농 복합시에서 도시화가 촉진되어 유소년인구가 감소
하고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도 증가 추세이다. 이러한 김해 이미지와 관광콘
텐츠로의 걸림돌은 역시 지역사회의 수용분위기 제고와 아울러 고대 가야문화의 인식, 유물 부족, 관광 마
케팅과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부족, 상징성, 대표이미지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만화콘텐츠의 김해 관광콘텐츠로의 활용방안으로는 <김용환 만화박물관>을 통해 1) 한강이남 최초의 만
화박물관 건립, 2) 시민들의 문화 휴식터 및 만화문화향유공간으로서의 활용, 그리고 3) 전시 및 만화 체험
공간으로 확대 등이다. 다만 50대 이하 코주부 김용환 인지도 문제와 박물관 소장품과 자료의 부족 등이 거
론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사본과 역사적 의의 전시 및 공간을 만화를 읽고 보고 체험하는 공간화 함으
로써 시민들이 아이들과 찾는 인기공간화, 그리고 경남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발의 부활이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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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총 214억이 된 김해 장유3동 2019년 7월에 콘텐츠 집적화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김해와
경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별 특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 지역
기업 간 협업하고 매년 청년 콘텐츠 스타트업 30개를 집중 육성시켜 300명 이상의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
출하는 등 지역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웹툰작가 창작센터
조성 및 에이전시, 기업 유치, 국가 지원사업 웹툰창작체험관 및 웹툰캠퍼스 유치도 발전전략이 될수 있다.

일본 소규모 지자체의 만화박물관, 만화인프라 조성 성공사례
-기타큐슈시를 중심으로
요꼬카와 히로노부(横川 大信, 기타큐슈시 문화담당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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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큐슈시는 규슈 후쿠오카 인근의 소도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화산업의 전진기지로서 기능하고자 노
력 중입니다. 특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를 이용한 선진적인 활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을 동원하는 기타큐슈 팝컬쳐대회, 고쿠라역의 <은하철도 999>관련 시설물 설치, 기타큐슈 필림코미티션등
을 활용한 영화 촬영지 제공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시 자체유산인 유네스코문화유산과 아울러
시의 유용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내 곳곳을 영화촬영지로 하여 900명을 넘는 엑스트라 동원을 하거나 해외에서도 로케지로 인기리
에 오고 있습니다. 2014년 개관한 기타큐슈망가뮤지엄()은 연간 10만 명이 다녀갔으며, 최근 신카이 마코토
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전시와 자체 세계 만화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루아루시티라는 복합문화공
간에서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관연 다양한 샵과 뮤지엄이 공존하는 새로운 지역공간 모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기타큐슈시는 예술, 산업, 학교, 공공기관 연대 조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려 합니다. ‘미
디어 예술의 산업화, 자립운영 실현, 인재육성과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가 우리의 과제이며 목표입니다.

중국 퉁샹시 만화기념관, 만화인프라 조성 성공사례
우하오란(吴浩然,중국 만화연구자, 전 펑즈카이 만화기념관 관장)

중국의 만화역사는 자세히 계산하면 단지 백 년 남짓 이고 청 말기부터 시작해서 중화민국 중기에 이르러
전대미문의 번성을 이루었다. 번성을 이룬 시기에 만화창작의 수량은 아주 많고 형식이 다양하고 수준이 높
아서 오늘날 까지도 초월하기 어려워 한동안 중국미술의 가장 시대적인 특색을 가진 큰 회화종류를 이끌게
되었다. 항일전쟁 발발 후 만화가들은 붓으로 총을 대신해서 애국구국운동을 펼쳤고, 항전만화의 풍조를 일
으켰다. 평화 시기에 들어서고 나서 만화의 기능은 점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익살스러운 유머의 주요대명사
가 되었다.
현재 중국만화의 발전은 온 땅에 꽃이 피어, 각 지역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고, 아주 많은 우수한 만화가를
성장시켜 많은 만화가들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소재는 평화로 기울어지는 경향이며 모두 사회의
갖가지 다양한 소재를 주제로 한다.

퉁샹시와 만화
“옛날부터 오동나무가 있으면 봉황이 서식하러 온다” 퉁샹은 중국 절강성 가흥시에 속한다. 퉁샹은 상해, 항
주, 수주 “금삼각” 중심에 위치하고, 지리조건이 아주 우수하여, 전형적인 강남수향으로, 몇 해 사이 전국문
화 모범 시 펑즈카이배) 子恺杯”, 전국만화대전 등이 개최되었다. 퉁샹문화는 문화적 식견이 풍부하고, 문
화명인이 계속 나왔다. 여유랑、모순、펑즈카이 등 문화 명인들이 여기에서 탄생하였다. 그 중 우전(乌镇)은
중국 10대 역사 문화 명진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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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샹은 만화와 연원이 이미 오래되었다. 중국 제1의 만화 간행물 《상해발극上海泼克》의 창간자 심박천은 “
五四”시기 가장 영향력 있는 만화가 중 한 명이다 ; 펑즈카이는 더욱 “중국현대만화의 시조”와 “서정만화의
창시자”로 칭송되며 그 시대의 새로운 정신을 열어 영향력이 아주 컸다.
펑즈카이는 중국 현대에 드문 만능 예술대가이다. 그는 중국현대만화의 아버지라 불린다. 1898년 절강 퉁
샹에서 출생했다. 즈카이만화는 생활 속 지극히 평범한 장면을 채택하여 화가의 정신을 정련하는 문학소양
과 아울러 시의 정취가 넘쳐흐르고 의미심장하여 자세히 음미할 가치가 있게 만들어 중국 서정만화의 효시
를 창조했다.
2000년 퉁샹은 펑즈카이 애니메이션학교를 설립했다. 만화교육을 주요과목으로 하고 관련 수업을 개설하
여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2002년 퉁샹시 만화가협회를 설립하였으며, 2001년 중국문화부에 의해 “중국 만
화의 고향”으로 이름이 지어진 이후에 퉁샹은 한 시리즈의 만화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즈카이 배” 중국 만화공모전은 전국 만화가와 애호가도 주목하였다. 2007년 퉁샹시는 전국 미술가협회
만화예술위원회와 다시 합작하여, 첫 번째 중국 퉁샹 청렴 정치만화 대회를 열었다. 펑즈카이 탄생 120주년
을 기념하고 중·일 문화 교류를 강화시키기 위해 2018년 4월 3일 절강성 퉁샹시 시청과 동경 중국 문화센
터가 “즈카이배 중국만화 전시회 및 절강성 퉁샹시 만화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동경 중국 문화 센터에서
개막했다.
퉁샹의 만화 사업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관련 만화상품을 만들고 전문 도서관과 박물관을 만
들고 있는 등 퉁샹의 만화문화 인프라는 아름다운 중국 제일의 우전이라는 수상도시 처럼 점점 중국에서도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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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상중계 -3

제11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최강전 (대전 웹툰캠퍼스)
-지역만화,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1.지역 영상산업 발전전략-웹툰 캠퍼스를 중심으로
김병수(목원대 교수)

일시:2018년 10월 25일
장소: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강당
주최: 한국만화애니메이션최강전 만화웹툰 주관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에서 2015년 최초 만화창작센터로 만화웹툰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활성화로 목표로 설립되었다. 생태계
조성을 통한 중앙 지역을 연결하는 만화산업 파이프라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의 젊은 작가를 발굴하
고 스탶을 양성하며 창업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5월 웹툰캠퍼스로 전환해 현재 15개실 25인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 부산, 대전, 순천, 대구에 글로
벌 웹툰센터와 웹툰캠퍼스가 조성됐거나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웹툰캠퍼스는 2017년부터 22년까지 전국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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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도 단위 1개소씩 총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예산안은 정부에 계류 중이다. 더구나 제4차 만화
산업중장기발전계획(2019-2023)에 지역 만화웹툰 육성이 포함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만화진흥법
도 지역만화 웹툰산업 균형발전 법령을 준비 중이다.
또한 2016년 조사된 만화창작인력 실태조사의 경우 창작공간 지원이 1순위이다. 따라서 앞으로 작업공간
확충과 더불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국가기관화(컨트롤 타워 역할) 및 지역별 특화전략으로 앞으로 웹툰
캠퍼스를 통한 지역웹툰 생태계 구축이 대안이라 하겠다.

중국의 웹툰 발전 현황
Fang Zhongwei (중국체신대학 교수)

파(破),립(立)의 결합. 현재 중국웹툰 발전전략을 뜻하는 단어들이다. 2005년부터 국가 저작권국에서 인터
넷 해적판을 단속해 다수의 전문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중국 당국은 발전저해 요소를 없애고(破) 있다. 립(
立)의 개념은 창작단체와 업체를 위해 우수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웹툰산업 발전을 위한
다수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창작을 돕는 ‘조(助)’의 개념도 있다. 이는 우수한 중국 자국 내 만화창작 지원 프로젝트이다. 문화부와 국
가광전총국, 기타 부문에서 국가 만화애니메이션브랜드 보호, 지원, 자금 프로젝트, 출판지원 프로젝트를 지
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원동력(原動力)이라고 명명된 ‘중국 만화애니메이션 출판지원 계획’의 경우
기업과 출판사를 위해 일반지원 약 1,600여만 원, 중점분야 3,200여만 원을 지언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교
사를 위해 약 640만원씩을 지원해 플랫폼 잡지, 출판사를 선택하게 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중이다. 중
국 네티즌 규모는 6억여 명, 인터넷 보급률 50.3%, 네티즌 연령대는 10-39세 사이가 전체 75.1%를 차지한
다.(2015 12월 조사)
중국 웹툰은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웹툰 시장에서 원작소스가 출판을 압도하고 있으며 만화잡지 출판이 웹
툰으로 이동 중이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혼업경영이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중국 웹툰의 발
전은 앞으로도 가속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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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석 신임 부산경남만화가연대 대표 인터뷰
Q 인터뷰어 - 최승춘(사무국장) | A 인터뷰이 - 오영석 대표
년 동안 국내에서도 드물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작가 단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리드하실지 궁금해 하
는 분들이 많습니다.

A 전임 대표인 배민기 작가님이 잘 운영해 주셔서 그것
을 이어간다는 생각입니다. 부산경남만화연대는 독자적
만화단체로 좋은 행보를 보여 왔고 이제는 확장보다 다
지기가 우선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부산
웹툰페스티벌처럼 더 커져야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차
별적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Q 많은 타 지역만화단체들이 연대의 행보에 많은 주
목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만화가연대에게 가장 필요하
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아직 그 정도로 깊이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운영진은 모두가 하기 싫
어하던데,(웃음) 마감을 하는 현역 작가에게 한 단체의
운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운영진들이 즐겁게 연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걸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Q 이번에 부산경남만화가연대로 뽑히셨습니다. 축하드 Q 많은 부산의 작가들이 신임대표께 거는 기대가 크

립니다.

A 감사합니다.

Q 오영석 연대 대표님 소개와 최근 근황을 좀 부탁드

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웃음)

A 가까운 정신병원을 추천하고 싶군요. (웃음) 농담이
고 기대에 부응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려 합니다.

립니다.

A 본래 장르소설 작가였고 외환위기 이후 만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통> 시리즈, <독고> 시리즈, <블러드레인
>, <내 어깨보다 높이> 등의 웹툰 스토리를 쓰고 써 왔
으며 일본, 프랑스, 태국 등에도 수출되었습니다. 모바
일 무비 <통 메모리즈>, <독고 리와인드>의 대본을 썼습
니다. 현재는 카카오페이지 <내 어깨보다 높이>, 네이버
시리즈 <블러드레인 2 천외천>을 연재중입니다.

Q 한국만화정책연구소에 대해 한마디 해 주신다면?
A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부러웠던 건 만화관련 기록들이 보존되고 토론으로
이어지며 더 깊은 문화로 발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 어릴 때 부모님들은 만화책을 버리기 바빴는데 덕분
에 문화적인 시간차가 생겼습니다. 이를 좁힐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Q 부산경남만화가연대는 현재 2011년도에 창립되어 7 Q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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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만화 문화 시설을 찾아서 (14) - 오우메 아카츠카 후지오 회관
김소원 (국제교류분과 연구원, 만화 연구가)

출산율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오랜 불황은 일본의
지방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신도(神道)’
를 전통적 종교로 가진 일본은 지역별로 상당히 많은
신사가 있고 이들 신사가 주최하는 크고 작은 축제(祭
り、마츠리)도 많다. 이러한 전통 행사를 보존하거나 관
광상품화 시키는 등 문화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정책이
일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도 드물다. 만화가나
만화작품과 관련된 많은 문화시설도 이러한 지역 활성
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
도쿄에서 전철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오우메시는
쇼와(昭和, 1926년 12월 25일부터 1989년 1월 7일까
지 사용된 일본의 연호)시대의 정취를 살린 거리를 조
성했는데 특히 옛 정취가 묻어나는 영화 간판으로 꾸민
거리를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곳에는 <오소마츠군(
おそ松くん, 1962)>, <비밀의 아코짱(ひみつのアッコち
ゃん, 1962), <천재 바가본(天才バカボン, 1967)> 등의
작품으로 큰 인기를 얻은 만화가 아카츠카 후지오(赤
塚不二, 1935~2008)의 기념관이 있다. 보통 만화가
의 기념관이 만화가의 고향이나 작품의 무대가 된 곳
에 만들어지는 것과 달리 오우메시와 아카츠카 후지오
사이에는 뚜렷한 연결 고리가 없다. 아카츠카는 만주에
서 태어나 전쟁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와 외가가 있는
나라(奈良)와 아버지의 고향인 니가타(新潟)에서 어
린 시절을 보냈고 도쿄의 공장에 다니다 만화가로 데
뷔한다. 그런데도 오우메시에 아카츠카 후지오의 기념
관이 있는 것은 그가 만화가로 데뷔하기 전 영화 간판
을 그리는 일을 했던 것과 쇼와를 대표하는 만화가라는
이유이다. 쇼와시대의 영화 간판을 모티브로 꾸며진 거
리에 어울리는 만화가라는 것이다. 재미있는 발상이다.
오우메 아카츠카 후지오 회관(青梅赤塚不二夫会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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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과병원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조해 2003년 오픈
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아카츠카 후지오의 작
품 원고와 원화, 단행본, 잡지 등을 전시하는 한편, 작
가의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 판매장, 특별 전시와 이
벤트 등으로 채워져 있다. 아카츠카 후지오 회관과 나
란히 위치한 쇼와 레트로 상품관은 1950~60년대 판
매되었던 과자, 담배, 약, 잡화, 문구 등 각종 상품을 중
심으로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두 박물관 맞은편에 있
는 쇼와 환등관은 쇼와 레트로 상품관 별관으로 오우
메에서 데뷔해 활약하고 있는 작가들의 그림과 소품을
전시하고 있다.
개그만화로 대표되는 작가답게 기념관 내부는 작가의
대표 개그 캐릭터들로 유쾌하게 꾸며져 있으면서도 쇼
와 시대의 풍경을 재현한 거리의 특색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지역색을 살린 거리 활성화가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만화 문화 시설을 찾아서 (10)

상설전시관 내부 (공식 홈페이지)

개관 7주년 기념 아이스크림(공식 블로그)

오우메 아카츠카 후지오 회관(青梅赤塚不二夫会館)
홈페이지

주소

관람료

http://ome-akatsukafujio-museum.com

〒198-0084 東京都青梅市住江町66番地
성인 450엔 (10인 이상 단체 350엔)

어린이 250엔 (10인 이상 단체 200엔)

인근의 박물관 두 곳(쇼와 레트로 상품관, 쇼와 환등관)과 함께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람권

성인 800엔 (10인 이상 단체 750엔)

어린이 450엔 (10인 이상 단체 400엔)
이용시간

오전 10시~17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휴일일 경우 다음 날), 연말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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