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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프로젝트

대한민국 100년, 잊혀진 그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분단 이후 이념의 그늘 속에서 그들은 잊혀졌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만 대략 20만여명으로, 현재 

국가보훈처가 확인한 의병, 독립운동가만 해도 2만 명이 넘어섭

니다.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알려지지 않은 독립투사들을 재발굴하고, 잊혀지고 지워진 선열

들의 업적과 의의를 기리는 일은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큰 걸음이기도 합니다. 국민에게 독립투사의 역사를 바르게 알

려줄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합니다.

독립운동가와 
만화인들이 만나다
한국의 대표만화가들이 33인 독립운동가들

의 생애를 만화로 그립니다. 

우리 독립운동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만화입니다. 

보는 재미와 읽는 즐거움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만화를 통해 

우리 역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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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만화계의 거장. 대한민국 국회대상 만화부분 수상

• 주요작품 : ‘각시탈’ ‘무당거미’ ‘날아라 슈퍼보드’ ‘비트’ ‘타짜’ ‘식객’ 등

•  40년간 수많은 히트작을 그린 허영만 화백은 남녀노소에 사랑받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

김진
•  일본 동아시아 만화 summit 만화아카데미상 기성부문 대상(1995), 대한민국출판만화대상 저작상

(1997), 문광부 오늘의 우리만화상(1999)

• 주요작품 :바람의 나라, 푸른 포에닉스, 1815

권가야, 권숯돌, 김광성, 김금숙, 김성희, 김수박, 김연승, 김은희, 김재성, 김재연, 김현민, 류 량, 명 랑, 박건웅, 박명운, 

박찬호, 백성민, 손상민, 송동근, 양광민, 신얼, 오자유, 이규석, 이루다, 이민진, 이상훈, 이정헌, 이필, 전세훈, 정기영, 

정용연, 조명원, 조석신, 차성진, 차현진, 천명기, 최인선, 홍혜림, Nicky, 이별님, 유대수, 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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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대한 시민의 역사 33

2차 위대한 시민의 문화 33

3차 위대한 시민의 평화 34

본 출판물은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제작추진한 

독립운동가 웹툰을 기반으로 제작됩니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1차 33편 연재처



참여 작가 33인

그림 권가야

경력사항 : 오늘의 우리만화상 대

상(2009)

주요작품 : 남한산성, 해와 달, 남

자이야기

글 김은희

(날개 달아 주기, M&M, 소년별곡, 

더 칸)

그림/글  김광성

경력사항 : 우리만화연대 회장, 한

국만화가협회상 신인상(1993), 대

한민국만화대상 우수상(2003)

주요작품 : 오래 전 서울, SM리퍼

블릭, 나비의 노래

그림/글  김금숙

경력사항 : 대한민국 창작만화 공

모전 최우수(2016), ‘풀’ 영어, 스페

인어, 이태리어 번역 출간, 국내 24

회 개인전 

주요작품 : 풀, 지슬, 미자언니, 아

버지의 노래

김마리아

그림/글  김성희

경력사항 : ‘희다’ 데뷔(2002), 부

천 교양만화상(2010, 2012)

주요작품 : 먼지 없는 방(삼성반도

체 공장의 비밀), 내가 살던 용산,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몹쓸 년, 너

는 검정, 동학으로 가는 길

그림/글  김수박 

경력사항 : 독자만화대상 심사위

원상(2010), 제1회 Red Awards 만

화부문수상(2010)

주요작품 : 아날로그맨, 내가 살던 

용산, 사람냄새, 메이드 인 경상도

그림/글  김연승

경력사항 : ‘빽드롭’ 데뷔(2002), 

대전만화연합 발기인, 대전 만화웹

툰 창작센터 작가대표

주요작품 : 히든트랙, 빠따

그림 김재성

경력사항 : 한국만화가협회 안산

지부장, 웹툰협회 안산지부 의장

주요작품 : 퇴마기사, 절대신검, 신

유성호접검

글 정기영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회장/총수)

남상목

그림 김재연

주요작품 : 너랑 달라, 반항의 조

건, 엥그리, 스트리트, 짜장면

글 조석신(방송 작가)

그림/글  김진

경력사항 : 일본 동아시아 만화 

summit 만화아카데미상 기성부

문 대상(1995), 대한민국출판만화

대상 저작상(1997), 문광부 오늘의 

우리만화상(1999)

주요작품 : 바람의 나라, 푸른 포에

닉스, 1815

그림/글  김현민

경력사항 : ‘비켜비켜’ 데뷔(2000)

주요작품 : 퀴즈 과학상식(교육), 

수학 유령의 미스터리 수학(교육)

그림/글  류량

주요작품 : 러브 바이러스, 썸씽 

그림/글  박건웅

경력사항 :  부천만화대상 대상

(2014), 오늘의 우리 만화상(2010), 

대한민국만화대상 신인상(2003)

주요작품 : 그해 봄, 자전거 타는 대

통령, 노근리이야기, 짐승의 시간 

그림  신얼

주요작품 : 라면대통령, 다정종합

병원 

글 명랑

(라면대통령)

그림 양광민

경력사항 : ‘이프’ 데뷔(2014) 

글 이상훈

(이현세 작화 ‘비정시공’, ‘레드파

탈’, 진효미 작화 ‘슈퍼대디열’)

그림/글  오자유

경력사항 : ‘백로’ 데뷔(1994)

주요작품 : 윤승태, 산군 활, 자귀

(짐승의 발자국) 

그림  유대수

경력사항 : 평창올림픽 현장 라이

브 캐리커쳐 작업(2016), EBS 다큐

프라임 삽화(2011)

주요작품 : 100가지 세계사 1,000

가지 상식, 만화 한비자

글 이필
(TV 문학관 ‘나쁜소설, 카스테라’) 

그림/글  전세훈

경력사항 : 대한민국 만화대상 우

수상(2007), 제9회 부천국제만화

축제 청소년 우수 만화상(2006)

주요작품 : 노노보이, 사랑in, 신의 

가면, 손금, 삐삐쳐

그림  정용연  

경력사항 : 부천만화대상 우수만

화상(2013), 대한민국 창작만화공

모전 최우수상(2017)

주요작품 : 정가네 소사, 사람사는 

이야기

글 권숯돌(kbs 방송 작가)

그림/글  조명원

경력사항 : 백인의만화모임 ‘백만

인’ 회장(2012), 예술의전당 황금

문명전 ‘스키타이’ 만화전시(2011)

주요작품 : 유년의 단상, 광개토대

왕, 스펙트럼, 역류

그림/글  차성진

경력사항 : 우리만화연대 회장

주요작품 : 바우덕이, 칼레아나

그림  차현진  

경력사항 : 데뷔(1998) 

주요작품 : 위기탈출 넘버원, 오빠

는 투명인간, 얼음나라 에쿠

글 정윤

그림/글  박명운

경력사항 : ‘천하만화’ 데뷔(1994), 

골때리는덩크군단 대만 번역출판

(2000)

주요작품 : 만화토지(17권), 서울소

녀와 평양소년, 아슬아슬

그림 박찬호  

경력사항 : 한국만화원 전시회 미

국 LA한국문화원 전시(2011), 프

랑크푸르트 북페어 영문판 출시

주요작품 : 소년전, 피리부는 남자

글 이민진 
(네이버웹툰 2013 전설의고향, 

2015 소름)

그림/글  백성민

경력사항 : 대한민국 출판만화 대

상(1998), 한국만화가협회 작가상

(1993)

주요작품 : 한국만화 거장전(웹툰), 

장산곶매, 광대의 노래, 삐리

그림/글  송동근

경력사항 : 데뷔(1997), 부천국제

만화축제 만화대상(2012)

주요작품 : 어린이를 위한 경제의 

역사, 피터히스토리아

그림/글  이규석

경력사항 : ‘우주 사관학교’ 데뷔

(1991)

주요작품 : 좋은 남자, 리플레이, 

러브 바이러스

그림/글  이루다

주요작품 : 조선남녀상열지사 

조작단

그림 이별님

주요작품 : 고시거, 감금

글 Nicky

(아마추어 만화 동아리 ‘누리’,  

불멸)

 

그림/글  이정헌

경력사항 : ‘내친구 다은이’ 데뷔

(2004), (사)우리만화연대 사무국

장, 일본군 위안부 만화 유럽전 기

획(2015)

주요작품 : 카툰 테라피, 함께 걸어

요 비단길, 버락 오바마 대통령 1%

의 용기와 희망

그림/글  천명기

경력사항 : 경향신문 만화작가상 

당선(2006), 시사만화가협회 회

장, 동아닷컴·부산일보 등 연재 

그림/글  최인선 

경력사항 : ‘뫼비우스의 띠’ 데뷔

(1995), 알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전시(2003, 2014)

주요작품 : 시작합니다, 우린 어디

로 가고 있는가, 늙은 만화가 이야

기, 달거리

그림/글  허영만

경력사항 : 고바우 만화상(2007), 

대한민국 국회대상 만화 애니메이

션 부문(2008)

주요작품 : 타짜, 식객, 안동 간고디

그림  홍혜림  

경력사항 : 국가보훈처 호국문예

공모 웹툰부분 우수(2017), 행정안

전부 지진대피웹툰공모전 대상

글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 

대원씨아이 제3회 슈퍼만화대상 

만화소설부문 수상)

김상옥

이봉창

최재형

홍범도

고광순

안경신

김산

김구

조소앙

윤봉길

박상진
김익상

윤세주

안규홍

이태준

한백봉
나운규 이육사

정정화

김원봉

권기옥

조명하

허은

윤치장

윤희순가네코후미코

황애덕

김용환

신채호

김알렉산드라 이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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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작품 : 먼지 없는 방(삼성반도

체 공장의 비밀), 내가 살던 용산,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몹쓸 년, 너

는 검정, 동학으로 가는 길

그림/글  김수박 

경력사항 : 독자만화대상 심사위

원상(2010), 제1회 Red Awards 만

화부문수상(2010)

주요작품 : 아날로그맨, 내가 살던 

용산, 사람냄새, 메이드 인 경상도

그림/글  김연승

경력사항 : ‘빽드롭’ 데뷔(2002), 

대전만화연합 발기인, 대전 만화웹

툰 창작센터 작가대표

주요작품 : 히든트랙, 빠따, 숨길 

수 없는

그림 김재성

경력사항 :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

회 회장, 한국만화가협회 안산지부

장, 웹툰협회 안산지부 의장

주요작품 : 오늘은 마요일, 총수, 

퇴마기사, 절대신검, 신유성호접검

글 정기영

남상목

그림 김재연

주요작품 : 너랑 달라, 반항의 조

건, 엥그리, 스트리트, 짜장면

글 조석신(방송 작가)

그림/글  김진

경력사항 : 일본 동아시아 만화 

summit 만화아카데미상 기성부

문 대상(1995), 대한민국출판만화

대상 저작상(1997), 문광부 오늘의 

우리만화상(1999)

주요작품 : 바람의 나라, 푸른 포에

닉스, 1815

그림/글  김현민

경력사항 : ‘비켜비켜’ 데뷔(2000)

주요작품 : 퀴즈 과학상식(교육), 

수학 유령의 미스터리 수학(교육)

그림/글  류량

주요작품 : 러브 바이러스, 썸씽 

그림/글  박건웅

경력사항 :  부천만화대상 대상

(2014), 오늘의 우리 만화상(2010), 

대한민국만화대상 신인상(2003)

주요작품 : 그해 봄, 자전거 타는 대

통령, 노근리이야기, 짐승의 시간 

그림  신얼

주요작품 : 라면대통령, 다정종합

병원 

글 명랑

그림 양광민

경력사항 : ‘이프’ 데뷔(2014) 

주요작품 : 이현세 작화 <비정시공

> <레드파탈> <누구라도 길을 잃

는다> <초월>, 진효미 작화 <슈퍼

대디열>, 공종철 작화 <닥터핸즈> 

글 이상훈

그림/글  오자유

경력사항 : ‘백로’ 데뷔(1994)

주요작품 : 윤승태, 산군 활, 자귀

(짐승의 발자국) 

그림  유대수

경력사항 : 평창올림픽 현장 라이

브 캐리커쳐 작업(2016), EBS 다큐

프라임 삽화(2011)

주요작품 : TV 문학관 <나쁜소설, 

카스테라>, 미니시리즈 <전우> <

여자전쟁> <주왕> 집필

글 이필

그림/글  전세훈

경력사항 : 대한민국 만화대상 우

수상(2007), 제9회 부천국제만화

축제 청소년 우수 만화상(2006)

주요작품 : 노노보이, 사랑in, 신의 

가면, 손금, 삐삐쳐

그림  정용연  

경력사항 : 부천만화대상 우수만

화상(2013), 대한민국 창작만화공

모전 최우수상(2017)

주요작품 : 정가네 소사, 사람사는 

이야기

글 권숯돌(kbs 방송 작가)

그림/글  조명원

경력사항 : 백인의만화모임 ‘백만

인’ 회장(2012), 예술의전당 황금

문명전 ‘스키타이’ 만화전시(2011)

주요작품 : 유년의 단상, 광개토대

왕, 스펙트럼, 역류

그림/글  차성진

경력사항 : 우리만화연대 회장

주요작품 : 바우덕이, 칼레아나

그림  차현진  

경력사항 : 데뷔(1998) 

주요작품 : 위기탈출 넘버원, 오빠

는 투명인간, 얼음나라 에쿠

글 정윤

그림/글  박명운

경력사항 : ‘천하만화’ 데뷔(1994), 

골때리는덩크군단 대만 번역출판

(2000)

주요작품 : 만화토지(17권), 서울소

녀와평양소년, 아슬아슬

그림 박찬호  

경력사항 : 네이버웹툰 2013 전설

의 고향, 2015 소름, 2016 학교다

녀오겠습니다 연재

주요작품 : 소년전, 피리부는 남자, 

ACROSSER

글 이민진

그림/글  백성민

경력사항 : 대한민국 출판만화 대

상(1998), 한국만화가협회 작가상

(1993)

주요작품 : 한국만화 거장전(웹툰), 

장산곶매, 광대의 노래, 삐리

그림/글  송동근

경력사항 : 데뷔(1997), 부천국제

만화축제 만화대상(2012)

주요작품 : 어린이를 위한 경제의 

역사, 피터히스토리아

그림/글  이규석

경력사항 : ‘우주 사관학교’ 데뷔

(1991)

주요작품 : 좋은 남자, 리플레이, 

러브 바이러스

그림/글  이루다

주요작품 : 조선남녀상열지사조작

단

그림 별구

경력사항 : 아마추어 만화 동아리 

‘누리(NURI)’(1992)

주요작품 : 불멸, 조선 황애덕을 만

나다, 고시거, 감금

글 Nicky 

그림/글  이정헌

경력사항 : ‘내친구 다은이’ 데뷔

(2004), (사)우리만화연대 사무국

장, 일본군 위안부 만화 유럽전 기

획(2015)

주요작품 : 카툰 테라피, 함께 걸어

요 비단길, 버락 오바마 대통령 1%

의 용기와 희망

그림/글  천명기

경력사항 : 경향신문 만화작가상 

당선(2006), 시사만화가협회 회

장, 동아닷컴·부산일보 등 연재 

그림/글  최인선 

경력사항 : ‘뫼비우스의 띠’ 데뷔

(1995), 알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전시(2003, 2014)

주요작품 : 시작합니다, 우린 어디

로 가고 있는가, 늙은 만화가 이야

기, 달거리

그림/글  허영만

경력사항 : 고바우 만화상(2007), 

대한민국 국회대상 만화 애니메이

션 부문(2008)

주요작품 : 타짜, 식객, 안동 간고디

그림  홍혜림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한국만화스토리작

가협회 이사, K-POP 작사가  

주요작품 : 대원씨아이 제3회 슈

퍼만화대상 만화소설부문 수상

(1998)

글 손상민

김상옥

이봉창

최재형

홍범도

고광순

안경신

김산

김구

조소앙

윤봉길

박상진
김익상

윤세주

안규홍

이태준

한백봉
나운규 이육사

정정화

김원봉

권기옥

조명하

허은

윤치장

윤희순가네코후미코

황애덕

김용환

신채호

김알렉산드라 이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