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만 화백을 일본에 초대하여, 일본의 매력을 발신!
★사업명 한국 저명 만화가에 의한 일본 매력 발신 사업
★개요 허영만 화백을 일본 각지에 초청하고,  온천이나 료칸, 음식 등 일본이 자랑하는 전통문화・관광자원의 체험 취재와 그

발신을 통해 일본 각지의 매력을 한국에 PR하는 것으로, 한국인 관광객 일본유치를 추진한다.

자치체

・취재후보지에관한정보제공
・약속잡기, 일정조정, 현지취재대응(통역을포함)

・취재단에관련된취재경비부담
※그중일부는크레아서울사무소가조성

주요취재경비

【취재까지의 주요 흐름】

★취재

사업참가
희망조사

참가의향
확인

취재 후보지 리스트
・관련 자료 제공

취재단
의향 확인

취재지선정

일정안 작성

・취재단・모니터 선정
・항공권 준비

●전년도 １０월경

크레아

자치체 참가희망
취재 결정
취재 시기（예상）
조정

・숙소 확보
・취재처와의 조정
・ 예상경비 산정 (크레아에 통지)

●～３개월 전 ●～２개월 전 ●～１개월 전

【테마】 건강・웰빙・힐링

･･･특색있는 온천, 지역요리
･･･전통문화, 료칸, 역사 건축물
･･･사계절 경관, 올레 등

【사업 참가자】 【취재단】4명 정도

허영만 화백
여행 작가
사진가
파워 블로거 등

허영만 화백

발신력이 높은 취재단

・비행기,버스대여,기타이동경비
・숙박비,식비
・시설이용료
・기타취재에관련된경비

【홍보매체】（예）

・광광잡지
・정보지
・단행본
・항공 기내 잡지 등

시기

취재단에
취재 후보지
설명

취재

크레아 서울 사무소에서는,
・자치체와 취재단 사이의 연락 조정
・취재에 동행, 취재 서포트
・항공권의 준비

를 진행합니다.

여행잡지・정보지 항공 기내 잡지 단행본

４－５일정도

→지금까지의 허영만 화백의 취재상황은 여기에

http://korea.clair.or.kr/blboard/list.asp?bc=212&G=2&L=1&S=2


역할분담・경비부담

실시 주체

・각 취재처와의 조정
・취재 당일의 접대（통역을 포함）
・취재단의 취재에 관련된 경비 일부를 부담

・자치체에 의한 취재 활동
・취재 후 한국 내 홍보 ・정보 발신

출판물・블로그 등

・자치체・취재단 사이의 조정
・현지 취재 서포트

・설문조사 등에 의한 사용자들의 니즈를 조사

・블로그,  입소문 등에 의한 한국 내 홍보
주１）모니터는, 만화・잡지 등의 업계 관계자로,  

크레아와 취재단이 선정한다.

【역할】 【경비 부담】

・취재단의 취재에 관련된 경비를 부담※아래 표 참조
（대상경비）

①항공권
②취재 중의 이동에 관련된 차량 대여 및 기타 국내

교통수단 이용 경비
③숙박 경비
④기타, 취재에 관련된 음식비, 시설 사용료

・취재단의 취재에 관련된 경비의 일부를 부담
（대상경비）
상기의 자치체가 부담하는 경비 등에 대해, 이하의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원한다.
①취재단 항공비의 절반액＋30만엔（상한）

・원칙, 자기부담으로 참가한다.

크레아
서울

모니터

자치체 등

취재단

＜그림・자치체의 경비부담에 대한 생각 방식＞ ※취재단（모니터를 불포함）의 취재경비를 부담해 주십니다.

【도항비（한국-일본 왕래）】

½
½

①【자치체】

【CLAIR】

【취재중의 경비（일본 국내）】

②【자치체 】

【CLAIR】
상한 30만엔

【자치체 부담액】

한국으로
부터의 방문단

①【자치체 】

②【자치체】



영화판（2007년） 영화판（2009년）

드라마판（2008년）

❏식객(영화, 드라마)에 대해서
▪ 숨겨진 요리실력자가 야채 등의 식재료를 팔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는 음식기행을 그려낸 허영만의 동명
만화를 스크린으로 옮겨놓은 작품.  

허영만（許英萬）화백에대해서

（약력）
1947년 한국 전라남도 여수 출생
1966년 박문윤씨의 제자로 들어감
1974년 한국일보 신인만화 공모전에서 “집을 찾아서”가 당선, 데뷔
2000년 스포츠조선에 “타짜”, “사랑해”를 연재
2003년 동아일보에 “식객”의 연재를 개시.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
2004년 ‘대한민국 만화 대상’, ‘부천국제만화축제 만화대상’을 수상
2006년 ‘타짜’ 영화화
2007년 ‘식객’ 영화화
2009년 일본어판 “식객”을 일본에서 발표(현재 제1~5권을 간행), 드라마판 “식객”도

일본 민간 위성 방송국에서 방송된 것 외, 2009년 5월에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을 명예 회장으로 하는 한국요리 세계화 추진단 위원에
배용준씨 등과 함께 참가

2010년 “식객”이 ‘식객2’로 다시 영화화
2011년 10월 재단법인 자치체 국제화 협회 서울 사무소에 의한 ‘한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사업’으로 일본 각 지역을 취재하고, 단행본 ‘허영만 맛있게 잘
쉬었습니다(일본의 숨겨진 맛, 온천, 사람(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발간.
2012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수행원으로서, APEC정상회의를 위해 출장에 동행.
2013년 4월 “식객2”의 연재를 개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지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열람 가능)
2014년 5월 ‘식객’에 등장하는 요리 중 선택된 10건이 ‘식객촌’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중심지에 있는 ‘그랑서울’ 빌딩에 오픈.

6월 단행본 ‘식객2’발간
9월 ‘타짜2’영화화

2015년 1월 중앙일보에서 “커피 한 잔 할까요?”의 연재 개시
2월 구로구 롯데시티 호텔의 지하에 ‘식객촌’ 2호점이 오픈

또한, 허영만 화백의 대표작인 “식객”을 비롯해, 현재까지 제작된 약 150 작품 중, 14 
작품이 에니메이션화 TV드라마화 영화화 되었다.



ＰＲ효과의 향상

매력있는 취재단

허영만 화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활동중인 여행작가나
사진가, 파워 블로거 등으로
구성된다.

저명 만화가 허영만 화백을 비롯해, 여행전문 잡지나 여행 에세이의 저자, 그리고 파워
블로거로서 발신력이 높은 인재들을 모아서 취재단을 구성하여, 홍보매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정보를 발신한다. 취재단의 각 멤버는 관계업계에서
주목도가 높아, PR효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여행전문 잡지・정보지・신문 등
인터넷 상에서 정보 발신 단행본의 발간

블로그의 발신



헤이데이
（HEYDAY）

잡 지

○2014년 5월26일 창간.
○기사의 게재형식: 1년간(12번)의 연재
○ '더 북 컴퍼니' 와 '라이나 생명(보험회사)'이 공동기획하여 만든 잡지.

○잡지 이외의 홍보 홈페이지, 모바일페이지, '라이나 생명보험' 회원용 앱

○'헤이데이'는 인생의 한창 꽃 피울 무렵、전성기를 의미한다. 40-69대 남성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여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라이나 생명'：
　22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보건기업인 'ＣＩＧＮＡ' 의 한국계열회사로, 1987년,
　처음으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생명보험 회사이다.

○발행부수：7만부～12만부（일반판매, 회원배부)
　（창간 때는 7만부. 향후、'라이나생명 보험회사' 회원에 배부 예정(계 12만부※를 예상）
　　※일반잡지 중에서는 한국 최대규모의 발행부수이다.

아이히메현 취재（2014.8월）기사 HEYDAY 9월호

【홍보매체】 2014년도부터는, ‘HEYDAY’ 를 중심으로 정보를 발신합니다.



①

21

22

（2015년 8월 현재）

（2009년도）
①아키타현 ・・・・・ 2009년 ４월 18～23일
②시즈오카현・・・・2009년 7월 9～14일
③아오모리현・・・・2009년 10월 23～28일
④가고시마현・・・・2009년 12월 18～23일
⑤규슈북부（키타 규슈시, 오이타 시, 벳푸시）

・・・・・・・・・2010년 1월 30일～2월3일

（2010년도）
⑥이바라키현・・・・2010년 4월 2～6일
⑦나가사키현・・・・2010년 6월 3～7일
⑧오카야마현, 시마네현, 돗토리현

・・・2010년 8월 20～26일
⑨아이히메현・・・・2010년 10월 22～26일
⑩와카야마현・・・・2010년 11월 17～21일
⑪홋카이도・・・・・・2011년 2월 11～16일

（2011년도）
⑫오키나와현・・・・2011년 5월 27～31일
⑬미에현・・・・・・・・2011년 7월 30～8월 2일
⑭도야마현・・・・・・2011년 9월 30～10월 4일
⑮石川県・・・・・・・・2011년 11월 13～16일
（미야기현・・ 2011년 12월 6일취재중지）
⑯니가타현・・・・・・2012년 2월 24～28일

（2012년도）
⑰가가와현・・・・・・2012년 9월 15～18일
⑱사가현가라쓰시・・2012년 11월 4～７일
⑲야마가타현・・・・2013년 1월 31～2월 4일

（2013년도）
20 가고시마시, 구마모토시,키타규수시, 후쿠오카시

・・・2013년 7월 10～14일
21 히로시마현・・・2013년 9월 29일～10월 4일
22 미야자키현・・・2014년 2월 16일～20일

（2014년도）
23 아이히메현・・・2014년 8월 5일～8일
24 사가현･･･・・・・2014년 10월 5일～9일
25 야마나시현・・・2015년 2월 7일～11일
26 카나가와현・・・2015년 3월 6일～10일

（2015년도）
27 오카야마현・・・2015년 7월 5일～9일

②

③

⑤

⑤

⑥
⑦

⑧、27

⑧
⑧

⑨､23

⑩

⑪

⑫

⑬

⑭

중지

⑮
⑯

⑱､24 ⑰

⑲

2011.10

단행본화

20

단행본화
（２권째）
예정

25
26

한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사업
한국 저명 만화가에 의한 일본의 매력 발신 사업 취재지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