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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장 연구의 개요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1. 만화 수출을 보는 두 가지 시각

○ 국내 웹툰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수치로 확인되는 성과들이 공개되면서, 2000년대 

중반에 이어 다시 한 번 ‘수출’을 만화산업의 기치로 내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Ÿ 30여개1) 만화 플랫폼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시장을 벗어나 이제 웹툰 플랫폼들은 해
외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에 주력하며 새로운 고객의 확보와 시장의 확대에 애쓰고 있음

Ÿ 국내 웹툰 시장 1위인 네이버는 2014년 ‘라인 웹툰’ 출시 이후, ‘웹툰’이라는 명칭을 한 기업이 독
점한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2), 월간 글로벌 이용자 4천만 명을 확보한 글로벌 사업자로 부상하였음

Ÿ 네이버와 분리된 NHN 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웹툰 플랫폼 ‘코미코’를 선보인 이래 4
년여 간의 투자가 결실을 맺어, 현재 일본에서만 앱 다운로드 1,500만 회, 한국, 대만, 태
국, 중국 등을 합하면 총 2,500만 회를 기록하는 등 만화 종주국 일본에서 새로운 시대의 
만화인 웹툰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Ÿ 카카오 역시 ‘다음 웹툰’ 시절부터 이어 온 명성에 걸맞게 해외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2014년 타파스 미디어와 제휴로 북미 시장에 진출한 것을 필두로, 2015년에는 
주주관계에 있는 중국 텐센트를 비롯한 현지 대형 포털을 통해 ‘다음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의 650여 개 작품을 제공하고 있음

Ÿ 웹툰 전문 플랫폼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눈에 띄는데, 2013년 ‘레진코믹스’를 선보인 
레진엔터테인먼트는 2015년부터 일본과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해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가능성을 타진 중임

Ÿ 2014년 ‘탑툰’을 선보인 탑코는 2015년부터 일본과 대만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한국의 키다리ENT가 투자한 유럽 유일의 웹툰 플랫폼인 ‘델리툰’과 제
휴를 체결해 한국 웹툰 작품을 연재하기 시작하였음

Ÿ 웹툰 플랫폼들이 보여주고 있는 활발한 해외진출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 웹툰의 가능성을 실증시켜 줌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한국 웹툰 
산업의 규모가 팽창하여 질적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음

Ÿ 따라서 2000년대 중반 국내 만화업계의 역량 부족으로 꽃피우지 못했던 ‘만화
(Manhwa) 수출’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한국 만화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이루어 내
기 위한 웹툰 수출 전략과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반면, 국내 만화산업 토대의 취약성과 건강하지 못한 생태계의 문제 해결 없이, 국내 사업보

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해외 진출이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Ÿ 만화가 비록 문화 할인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각 국가의 문화적 맥락 속에 구축되
어 온 만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만화 수출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노이즈가 발생할 수

1) 웹툰시장 분석 서비스 WIIZM PRO는 2017년 10월말 현재 정상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31개 플랫폼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라인 웹툰의 도메인 명은 www.webtoons.com이며, BI도 WEBTOON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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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고, 한국에서 인기있는 작품이 반드시 외국에서도 통할 것이란 보장은 없음

Ÿ 만화 수출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버틸 수 있으려면 그만한 
체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 만화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지
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많음

Ÿ 국내 만화산업이 사실상 웹툰 중심으로 재편되고 출판만화 기반이 소실되며 만화의 ‘종 
다양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되었음

Ÿ 최근에는 그 웹툰 산업 내에서도 창작 환경의 악화 문제, 창작자와 플랫폼 사업자간 힘의 
불균형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 수익 추구에 매몰된 성애 웹툰의 범람과 그에 따른 작품 다
양성의 부족 문제, 불법복제 사이트에 의한 기대 수익의 망실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음

Ÿ 만화산업이 올바로 성장하려면, 산업 자체의 생태계 건강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만화산업
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매번 새로운 환경의 도래나 시장 위기에 직면하여 이전 전통과 단절
하는 역사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 토대가 취약한 편임

Ÿ 그러다 보니 항상 만화 산업 이외의 무언가에서 활로를 모색해 왔는데, 만화의 OSMU3) 
열풍도 기실 만화 자체로 충분한 수익 창출과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화 등 다
른 산업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음

Ÿ 만화 수출 역시 국내 시장 이외의 것에서 답을 찾는다는 점에서 OSMU에 과도한 기대를 
걸었던 모습의 변주로 볼 수 있는데, 국내 산업의 토대가 튼실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
는 수출의 효과는 미약할 수밖에 없고, 무리하게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생태계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임

Ÿ 따라서 해외 수출보다는 국내에서 시장의 확대와 고객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
이며, 그런 과정의 경험과 결실을 통해 체력을 갖추어야 만화 수출도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국내만화산업 ‘선자강론(先自强論)’의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음

1.2. 수출 증진과 내부 강화 전략의 수립을 위한 정보 기반 필요

○ 만화 수출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을 종합하면, 만화(웹툰) 수출의 기대효과를 달성하려면 우

선 수출 관련 정보의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Ÿ 두 가지 시각 모두 만화업계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양자 모두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결국은 국내 만화산업의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

Ÿ 양자의 시각을 종합하면 결코 쉽지 않은 만화 수출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그 수출이 
국내 만화산업의 생태계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지가 귀결됨

Ÿ 한국 만화 글로벌 수출을 통한 시장의 확대와 한국 만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목표 달
성과 함께, 국내 만화 산업의 토대를 동시에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수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요구됨

Ÿ 즉, 한국 만화 수출의 역량과 해외 만화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
인 수출 방식은 무엇인지, 당장 집중해야 할 시장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투자를 
수반해야 할 시장은 어디인지, 그것을 위해 국내 만화업계가 개선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지점은 무엇인지 등을 식별해 내는 것이 중요함

Ÿ 만화 수출이 버즈워드가 아닌 현 시기 국내 만화산업의 핵심 아젠다가 될 수 있으려면, 무
엇보다 만화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를 종합, 분석, 배포하는 정보 플랫폼이 필요할 것이며, 
이번 『해외 만화시장 조사 연구』도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수행되었음

3) 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원천 콘텐츠를 여러 포맷으로 변형하여 제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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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2.1. 해외 만화시장의 이해

○ 실효적 만화 수출 전략 수립의 토대를 제공하게 될, 해외 만화시장의 이해를 위한 입체

적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음

Ÿ 현재 전세계적으로 크게 일본, 미국, 유럽의 3대 만화 문화권이 존재하며, 그 외에도 우리
나라처럼 독자적인 만화 형식을 발전시켜 온 국가들이 존재함

Ÿ 자국의 만화 전통이 강한 곳도 있지만, 3대 만화 문화권의 영향이 섞이며 독특한 형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전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일본 망가4)에 크고 작은 영
향을 받으며 만화산업의 지형이 형성되고 있는 국가가 많음

Ÿ 또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보급의 확산에 따라 전 산업부문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디스럽션(Digital Disruption)과 모바일 디스럽션(Mobile Disruption)의 영향은 만화산업
도 예외는 아니어서, 출판만화와 디지털 만화의 상호관계 양상이 각 국가별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Ÿ 만화적 전통과 디지털 환경 사이의 긴장 관계, 만화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혼돈으로 인해 각국 만화 산업의 밸류체인 또한 상당한 변화를 겪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만화 시장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고 있음

Ÿ 따라서 한국 만화가 진출하려고 하는 국가의 만화산업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
도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거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목적임

2.2. 만화 수출의 이해

○ 국내 웹툰의 해외 수출 사례 조사를 통해 각 권역별 만화 수출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와 성공 확률을 높이고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요소를 식별하고자 하였음

Ÿ 현재 만화 수출은 거의 웹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웹툰 문화는 국내의 
고유한 상황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축,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성공 요
소를 외국의 상황에 준용할 경우 반드시 성공적일 것이란 보장이 없음

Ÿ 2013년 이후 웹툰 플랫폼 및 에이전시들을 통해 웹툰 해외시장 진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
어 왔으며, 크고 작은 성과와 실패의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벤치마크하여 웹툰 
해외수출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함

Ÿ 웹툰 수출업체들의 경험 중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한국 웹툰 수출 확대’라는 대승적 목
표 달성을 위해 공유되어야 할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부수적 목적임

Ÿ 해외 시장조사 항목 역시 웹툰 수출업체들의 경험을 반영하여 선정함으로써, 시장의 이해
가 사업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보다 긴밀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음

2.3. 수출 전략과 지원정책의 방향성 도출

○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와 만화 수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적 만화 수출을 위한 전략

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섹터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Ÿ 해외 시장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 및 권역별로 웹툰 수출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가늠

4) 전세계적으로 일본의 만화는 ‘망가(Manga)’라는 고유어로 지칭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일본의 만화는 ‘망가’ 또는 ‘일본 망가’로 표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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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 현 단계 한국 만화의 수출 촉진과 확대를 위한 전략의 방향성을 식별한 후, 공공 
섹터에서 지원해야 할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음

Ÿ 우선 공략해야 할 시장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장을 구분하고, 각 시장의 특
성에 맞는 공공 섹터의 지원 정책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국가 및 권역별로 효과성 높은 지
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음

Ÿ 특히 중소 플랫폼과 에이전시, 창작자들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한국 만화산업 
전반의 수출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도출에 주안점을 두었음

Ÿ 또한 만화 수출 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만화산업 내부의 역량 강화를 위
해 필요한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Ÿ 최종적으로 웹툰과 출판만화를 포함하여 한국 만화산업 전체의 발전과 만화 종 다양성 확
보, 글로벌 만화산업과 한국 만화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도
출하고자 하였음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1. 대상국가 범위

○ 주요 만화문화권 국가와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한국 만화 수출 대상국을 포함, 총 12개 국

가를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수행하였음

Ÿ 주요 만화문화권의 핵심 국가로서 각각 망가, 코믹스, 그래픽 노블이라는 대표적 만화 
포맷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미국, 프랑스

Ÿ 거대한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최근 만화 소비, 특히 웹툰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의 
웹툰 사업모델을 그대로 이식하고 있는 중국

Ÿ 아시아 지역에서 한류를 매개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 웹툰 플랫폼들이 진출해 
있어 한국 웹툰 이용자가 많은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Ÿ 유럽 지역에서 한국보다 큰 만화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Ÿ 남미 지역 최대 인구 국가로 한류를 매개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브라질

순위 국가 2014 2015(p) 2016(p) 2017(p) 2018(p) 2019(p) 2020(p)
1 일본 2658 2644 2617 2591 2564 2536 2506

2 미국 891 981 970 957 943 927 911
3 독일 562 554 546 538 526 513 499

4 프랑스 521 514 508 501 494 486 478

5 영국 466 462 458 455 452 447 442

6 한국 419 426 433 440 444 447 448

7 중국 391 422 452 478 496 512 528

8 이탈리아 204 198 192 188 183 180 176
9 스페인 126 122 119 117 115 114 113

11 브라질 80 79 80 80 81 82 84

17 인도네시아 29 27 27 27 27 27 27

<표 Ⅰ-2-1> 2014-2020 국가별 만화산업 규모 및 전망(단위: 백만 달러)

자료: PwC



6

1.2. 태스크 범위

○ 본 조사 연구의 성과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만화산업 종사자들 및 협회와 학계의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정보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음

Ÿ 해외 만화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알고 싶은 정보 항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조사 연구 산출물이 정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함

Ÿ 만화업계 종사자들이 원하는 수출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전략 및 지원정책 방향
성 도출에 반영함으로써, 공공 섹터에서 실제적인 정책 수립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웹툰 플랫폼 및 에이전시들의 수출 현황 및 수출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수집하였음

Ÿ 해외시장 진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성공 요인에 대한 정보

Ÿ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전략과 그 원인에 대한 정보

Ÿ 해외시장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

○ 12개국 만화산업의 최근 동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환경 분석을 수행하였음

Ÿ PESTEL(정치/경제/사회/기술/환경/법제도) 환경 분석 방법론을 기본으로 각 국가별 상황
에 맞게 항목을 가감하여 수행하였음

○ 12개국 만화산업의 생태계 현황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밸류체인(Value Chain) 분석을 

수행하였음

Ÿ 생태계를 창작-유통-소비 밸류체인으로 나누어 현황을 조사하였음

○ 12개국 만화시장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고, 진출 전략의 방향성과 진출 지원을 위한 공공 섹터의 지원정책 

방향을 도출하였음

Ÿ 각국 만화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존 웹툰 수출 성과 분석을 통해 도출한 성공 요소를 바탕
으로 해당 시장 진출 가능성과 확장성 가늠

Ÿ 시장 특성에 따른 진출 전략 도출과 진출 지원을 위한 공공 섹터의 단기 및 중장기 지원 
정책의 주요 방향성 식별

○ 한국 만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였음

Ÿ 만화 수출 지원정책이 동시에 국내 만화산업의 내적 토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종합
적인 발전 방안 제안

Ÿ 웹툰과 출판만화를 포함해 한국 만화산업 전체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정책 제안

1.3. 과업 수행 프레임워크

○ 본 조사연구 과업의 수행은 컨설팅 수행 방법론에 따라, 정보 수요 파악, 현황 분석, 전략 

도출의 단계로 수행하였음

Ÿ 정보 수요 조사와 기존 수출 경험의 성과 분석을 통해 12개국 시장조사에서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할 조사항목을 도출하고, 그에 맞춰 시장 조사를 수행

Ÿ 시장조사 결과를 다시 정보 수요 조사 결과 및 기수출 경험의 성과와 비교 , 분석하여 한국 
만화수출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방향성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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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 전략 방향성 위에서 만화수출 지원을 위해 공공섹터에서 마련해야 할 정책적 지원의 방
향성을 제안

[그림 Ⅰ-2-1] 만화 해외시장 조사연구 과업 수행 프레임워크

2. 연구의 방법

○ 본 조사연구는 ‘심층인터뷰, 문헌연구, 소셜 분석, 현지 유관 네트워크 활용’ 등 크게 4가

지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음

○ 정보 수요조사와 기존 만화수출 사례 분석 과업의 수행은 주로 현업 종사자 및 학계, 협회 

등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IDI)를 통해 이루어졌음

○ 해외 시장조사 과업은 주로 문헌 연구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해외의 분석 보고서와 시장 통

계 등을 활용하였음

Ÿ 국가별 통계 및 관련 보고서, 현황 자료, 해외 시장조사기관의 유·무료 보고서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해외 만화시장의 산업현황 분석, 모바일 인터넷 인프라 보급 현황, 디지
털 콘텐츠 소비 동향,  산업 생태계, 문화적 특수성 등을 조사하였음

Ÿ 만화영상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 기관의 이전 유사 연구 용역의 산출물을 기
초 자료로 활용하여, 주요 정보 항목의 최근 동향과 변화 상항을 추적하였음

○ 해외 시장의 주요 디지털 만화 플랫폼 및 웹툰 플랫폼의 비교 분석에 소셜 분석 도구를 사

용하였음

Ÿ 만화시장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는 국가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몇몇 국가에 불과하며, 세
계 만화시장에 대한 자료는 PwC의 추정 데이터가 유일함

Ÿ 디지털 만화 시장에 대한 통계는 더욱 부족하며, 한중일 3개국을 제외하면 웹툰 시장 및 
웹툰 사업자의 실적에 대한 자료도 거의 조사되거나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Ÿ 외국 디지털 만화 또는 웹툰 사업자의 사업 실적 및 고객 유입 경로, 이용 패턴 등에 대한 
자료를 웹 트래픽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획득함으로써 비공식적이나마 해당 국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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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2] 웹 트래픽 분석 도구 SimilarWeb 화면

○ 또한 웹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스낵컬처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 만화가 

외국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한국 만화 수출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파워 

유저는 누구인지 등을 식별하기 위해 소셜 분석 도구를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였음

[그림 Ⅰ-2-3] 소셜 분석 도구 twitonomy 화면

○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제휴한 해외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관련 페스티벌 주관기관 및 만

화박물관 등의 전문가를 통하여 현지 만화 시장에 관련한 정보 제공 지원을 받았음

Ÿ 중국 시장 조사와 관련해서는, 광저우만우문화과기발전유한공사(Guangzhou Comicfans 
Culture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의 도움을 받았음

Ÿ 일본 시장 조사와 관련해서는, 교토국제만화박물관(Kyoto International Manga 
Museum) 및 교토세이카대학교 국제만화센터(Kyoto Seika University International 
Manga Research Center)의 도움을 받았음

Ÿ 프랑스 시장 조사와 관련해서는, 앙굴렘국제만화축제 조직위원회(Angouleme International 
Comic Festival)의 도움을 받았음

Ÿ 이탈리아 시장 조사와 관련해서는, 루카 만화/게임 페스티벌 조직위원회(Lucca Comic & 
Game Festival)의 도움을 받았음

Ÿ 본 연구의 조사대상국은 아니었지만 동남아시아 만화 시장을 이해하는 데, 말레이시아의 
코믹 피에스타(Comic Fiesta) 주관기관인 Says Youth Society의 도움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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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 장 만화수출의 이해

1절 만화수출 정보수요 조사

1. 정보수요 조사 개요

○ 본 조사 연구의 성과물은 한국 만화 수출을 추진하려는 주체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주어야 하기

에, 정보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 각 밸류체인별 사업자들의 수출 관련 요구사항을 사전 조사하였음

Ÿ 만화의 수출은 다양한 밸류체인 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밸류체인별로 수출을 
바라보는 입장과 수출에 따른 기대치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만화 수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 요구사항 역시 상호간에 편차가 있을 수 있음

Ÿ 해외 만화시장 이해에 있어 기본적으로 짚어야 할 정보 항목 외에, 수출 주체들이 가장 알
고 싶어 하는 정보 항목을 식별하고 이를 시장조사 프레임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본 연구의 
산출물이 활용 가치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림 Ⅱ-1-1] 만화 수출의 밸류체인

Ÿ 또한 만화 수출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자 외에, 한국 만화산업의 균형적 발전, 한국 만
화 문화의 저변 확대 관점에서 수출을 바라보는 학계 및 평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거시적 관
점에서 만화수출이 조망되도록 하였음

○ 만화수출 정보수요 조사는 현업 종사자 및 학계, 협회 등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

층인터뷰(IDI)를 통해 수행하였음

2. 조사 대상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추천한 업체들 중 인터뷰 일정 조정이 가능했던 곳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밸류체인 배분과 국가별 배분을 감안하여 특정 섹터의 인터뷰이 수가 과도하

지 않도록 조정하였음

Ÿ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추천한 인터뷰이는 작가 2명, 학계 2명, 협회 11곳, 업체 14곳 등 
총 29개 개인 및 단체였음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추천한 인터뷰이 이외에, 한국 만화산업 및 수출과 관련하여 전문성

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본 조사연구과 관련해 가치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개

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여, 이 중 일정 조정이 가능한 곳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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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만화의 수출과 관련한 정보요구 수요 조사를 위해 출판만화 수출입 에이전시들 중, 인

터뷰 일정 조정이 가능한 곳과 진행하였음

○ 본 조사 연구의 정보수요 식별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한 개인 및 업체는 다음과 같음

구분 단체/개인
밸류체인 포지션

창작 퍼블리셔 에이전시 플랫폼 IP비즈니스 투자

업체

네오바자르 ◌
다음웹툰 ◌ ◌

롤링스토리 ◌
미스터블루 ◌ ◌

씨엔씨레볼루션 ◌ ◌ ◌
와이랩 ◌ ◌ ◌

우리나비 ◌
울트라미디어 ◌ ◌

이스토리 ◌
재담미디어 ◌ ◌ ◌ ◌

코미코 ◌ ◌
콘텐츠 퍼스트 ◌ ◌
키다리ENT ◌ ◌ ◌
토리웍스 ◌

협회 우리만화연대 ◌

학계/

평론

김낙호 N/A

박석환 N/A

서찬휘 N/A

이현석 N/A

<표 Ⅱ-1-1> 정보수요 조사 연구 인터뷰이 리스트(가나다 순)

3. 조사 내용

3.1. 국내 만화시장 평가와 전망

○ 국내 만화산업의 현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질의하였으며, 출판만화와 웹툰 분야 

각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성장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였음

Ÿ 국내 만화산업의 통계와 체감되는 웹툰 및 출판만화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어 이에 대한 
현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질의하였음

Ÿ 현재 한국만화 산업을 견인하는 섹터는 어디이며, 웹툰의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출
판만화의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음

3.2. 수출 필요성과 가능성

○ 만화 수출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므로 수출의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인지, 필요성

과 별개로 수출 성공 가능성은 어떤가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Ÿ 왜 만화를 수출해야 하는지, 수출 대상이 웹툰인지 출판만화인지 혹은 양자 모두인지를 질의하였음

Ÿ 국내에서 웹툰이 거둔 성공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세계시장에서 보편화 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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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출이 가능하고 그 수출은 용이한 것인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음

3.3. 수출의 비즈니스모델과 수익모델

○ 만화수출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며, 만화 수출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유형과 크

기에 대해 질의하였음

Ÿ 만화 수출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만화 수출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지며, 
만화 수출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음

Ÿ 만화 수출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엇이고, 만화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유형
과, 비용을 넘어서는 수익의 창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음

3.4. 수출 전망과 지원 요구사항

○ 만화수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들은 무엇인지, 주요하게 공략해야 

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만화 수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음

Ÿ 해외의 한국 만화 독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현 시점에서 수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은 어디인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디로 생각하는지 등을 질의하였음

Ÿ 만화 수출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성을 느끼는 공공 섹터의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현재 제공되고 있
는 공공 섹터의 지원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였음

4. 조사결과의 활용 

○ 만화수출 정보수요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만화 수출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12개

국 해외시장 조사 시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할 정보항목을 식별하는 데 활용하였음

Ÿ 정보수요 조사는 밸류체인 간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으며, 총체
적 관점에서‘실효적 수출’을 위한 정보 수요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Ÿ 따라서 심층 인터뷰의 결과물을 인터뷰이 혹은 밸류체인별로 정리 및 기술하는 대신, 전체 
의견을 종합하여 한국만화 수출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하였음

Ÿ 인터뷰 결과물은 본 조사연구 산출물의 제Ⅱ장 제2절부터 6절까지에 걸쳐, ‘만화수출의 배경과 
목적, 만화수출의 대상, 만화 수출의 유형, 만화수출의 필요조건’으로 항목을 나누어 기술하였음

Ÿ 또한 본 조사연구의 핵심인 ‘제Ⅲ장 해외시장의 이해’에서 각국 만화시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정보 조사항목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음

[그림 Ⅱ-1-2] 정보수요 조사 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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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만화수출의 배경

1. 만화산업 내적 요구 

1.1. 시장 확대 요구 

○ 한국은 콘텐츠 산업 자생 기준인 인구 1억 명에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본, 미국, 프

랑스 등과 함께 독자적인 만화 포맷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임

Ÿ 한국의 웹툰 이용자는 1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래픽 분석기관들은 모
바일을 이용한 웹툰과 웹소설 이용자만 해도 8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발표하고 있음

○ 웹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웹툰 플랫폼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자본의 참여가 급증

하였고, 웹툰 작가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도 높아지며 생산자 풀의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음

Ÿ 웹툰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웹툰에 대한 사업적 관심을 반증하
는 것이기도 함

Ÿ 웹툰은 그 태생부터 ‘도전 만화가’ 같은 콘테스트 문화를 자양분으로 성장하였는데, 웹
툰의 높은 인기에 힙입어 도전만화 게재자 수는 13만 명5)을 넘어섰음

○ 그러나 웹툰 1천만 명 독자 시대에도 불구, 인구 5천만 명이라는 내수시장의 한계 문제가 다시금 

불거져, 현재 한국 웹툰 시장은 ‘과잉생산 체계’에 들어섰다는 진단을 낳고 있음

Ÿ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5년 현재 국내 웹툰 작가의 수를 2,589 명으로, 또한 이들 웹툰 
작가의 연매출 규모를 약 75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Ÿ 이는 웹툰 작가의 평균 연매출이 약 2,920만 원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어시스트 급여 등 비용
을 제외하고 순익률을 30%로 잡으면 실제 연수익은 평균 약 876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옴

Ÿ 웹툰 이용자 기반이 아무리 1천만 명이라 해도 창작자가 연평균 1천만 원 미만의 수익 밖에 기대하지 못한
다면, 그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넘치는 ‘과잉생산’ 시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음

Ÿ 과거 잡지만화 시장과 비교해 보면, 보통 잡지 하나에 연재만화 15편 가량이 수록되므로 현재 
웹툰 시장은 424종의 만화잡지가 발행되고 있는 셈

Ÿ 90년대 만화잡지 붐이 일 당시 발행되던 잡지가 30여 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무리 디지털
로 유통되는 웹툰이라 해도 과잉생산 체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런 감안하면, 현 시기 한국 만화의 해외시장 진출은 시장 확대를 통해 과잉생산 체계를 

해소하고 내수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Ÿ 현재의 과잉생산 체계에도 불구하고 메인스트림에 편입되기까지 저수익을 기꺼이 감내하
려는 예비 작가군이 두텁기 때문에 생산자 수의 구조 조정은 단기간에 이루어기 어려움

Ÿ IP 비즈니스 등에 따른 추가 수익의 창출은 현실적으로 소수의 작품들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생산 체계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음

Ÿ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만화산업의 기본 수익모델 자체로 수익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는 
고객의 확대와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

Ÿ 현재 논의 중인 만화 수출과 웹툰 수출은 해외 시장에서 신규 고객 기반을 계발하여 시장
을 확대하려는 것임

5) 한창완, 웹툰 해외진출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2015년 12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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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웹툰 유료화 모델 정착 시작 

○ 만화 수출로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우선 수익모델이 명확해야 하는데, 다양한 시도를 거치며 

최근 효과적인 웹툰의 유료화 모델이 정착된 것도 수출 추진의 한 배경이 되고 있음

1) 수익모델의 부재 시기 

○ 웹툰의 수익모델이 개발된 것은 기실 얼마 전의 일이며 한 동안 웹툰의 비즈니스 모델 부재

가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Ÿ 2013년 당시 김상현 네이버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네이버에게 웹툰은 우리 서비스에 
찾아오게 만드는 동기부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수익모델은 아니다. 웹툰에 익숙한 독
자를 만들어내고 저변을 확대시키는 것이 목표다”라 말한 바 있음

Ÿ 이런 접근 방식은 산업적으로 중대한 문제점을 낳았는데, 웹툰이 포털의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탓에 정확한 시장규
모나 경제적 기여도를 알 수 없었음

○ 웹툰 원고료의 산정 기준과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 원고료 수준조차 직업적 전망을 갖

기 어렵다보니 2차 판권에 의존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OSMU(원소스멀티유

스)라는 미명 속에 만화의 IP가 헐값에 거래되는 잘못된 관행을 낳는 원인이 되었음

Ÿ 영화나 드라마 판권 수익의 규모는 대략 2∼3천만 원 선으로 추정되며, 판권 양도의 범위도 
다소 포괄적이어서 저작권을 가진 작가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Ÿ 한국 영화업계가 만화 판권 인수에 관심을 갖게 만든 보다 현실적 이유는 낮은 가격에 포
괄적인 2차 창작 판권을 양도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만화 판매 자체로 충분한 수익
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2차 판권 제의를 했을 때 낮은 금액 제시에도 쉽게 사
인하는 작가가 많았기 때문

2) 다양한 수익모델의 시도 시기 

○ 수익모델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시도되었던 수익모델은 인기를 얻은 웹툰을 단

행본으로 발간하는 모델이었으나,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하였음

Ÿ 초기 웹툰은 해상도가 낮아 단행본으로 인쇄할 경우 이미지가 흐릿해지고 색감이 떨어져 
오히려 혹평을 받기도 하였음

Ÿ 게다가 세로 스크롤 문법을 따르는 웹툰을 그대로 지면으로 옮기다 보니 상당히 어색한 지
면 연출이 이루어지게 되어 가독성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음

Ÿ 이런 이유로 인기를 얻은 웹툰도 단행본을 출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 
재작업 하는 시간에 새로운 웹툰을 하나 더 창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보기 때문임

○ 전통 수익모델이 아닌 디지털 환경 내에서 시도된 최초의 수익모델은 연재가 종료된 완결 

작품의 다시보기를 유료화 한 것임

Ÿ 완결작품의 다시보기 모델은 포털들이 웹툰의 영화화를 적극 주선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포
털이 창작자와 영화제작사를 매개하고 받는 수수료는 판권의 10∼15%로 높지 않지만 웹툰의 영화
화나 드라마화가 크게 화제를 모으는 경우, 다시보기 수익은 수억 원을 넘어서기 때문

Ÿ 그러나 연재 종료 이후 영화화 등을 통해 관심이 다시 환기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시보
기를 위해 결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안정적인 수익모델이라 말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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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유료화를 보다 전면에 내건 것은 카카오가 2012년 말 발표한 시작한 ‘카카오 페이

지’였는데, 당시는 PC에서 모바일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이동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에 부담을 느낀 네이버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모델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음

Ÿ 모바일 트래픽이 눈에 띄게 증가하던 시점에 카카오 페이지의 유료화 모델이 작가들의 호
응을 얻게 되자, 2013년 3월 네이버는 ‘PPS(Page Profit Share)’라는 수익배분 프로
그램을 제시하며, 당시까지 폐쇄적이었던 네이버로서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였음

Ÿ 네이버의 PPS 프로그램은 작품별로 유불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실력 있는 웹툰 작가들
이 광고 게재가 용이한 일상툰이나 개그만화로 몰리게 되는 요인이 되었음

Ÿ 포털입장에서도 광고 정책에 유리한 작품을 작가의 의지나 작품의 완성도와 별개로 연재
가 계속 이어지도록 결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음

3) 유료 수익모델의 안착 시기

○ 만화 콘텐츠 유료화를 보다 안착시킨 것은 부분유료화 모델을 들고 뛰어 든 웹툰 스타트업

들이었는데 레진코믹스는 성인과 유료를 키워드로 웹툰 유료화를 선도하였음

Ÿ 포털의 웹툰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트래픽 유입 모델이어서 가급적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웹툰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소재와 주제 및 표현에 한계로 작용

Ÿ 포털 플랫폼의 단점을 공략하고 나온 것이 레진코믹스 등 중소 웹툰 전문 플랫폼들인데, 
이들은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재와 표현의 웹툰’을 기치로 내걸고 나왔으며, 과감
하게 유료 결제 모델을 내걸었었고 성애 웹툰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성공을 거두었음

○ 한편 만화 콘텐츠 유료화 안착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료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독자들의 비

판 목소리도 높아졌는데, 이런 흐름을 반영한 유료화 모델이 최근 한국 웹툰의 고유한 가격 

모델로 자리 잡은 ‘기다리면 무료(기무)’ 정책임

Ÿ 카카오 페이지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이 모델은 미리 다음 몇 화 혹은 수십 화까지의 작품
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음 내용이 궁금하면 미리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Ÿ 네이버의 PPS 정책이 광고 게재에 유리한 일상툰이나 개그 만화를 장려하는 결과를 낳았다
면, 기무 과금 정책은 ‘드라마’나 ‘로맨스’ 장르의 웹툰에 유리한 결과를 낳았음

4) 해외로 수출되는 유료화 수익모델

○ ‘기다리면 무료’는 현재 국내 거의 모든 웹툰 플랫폼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은 물론 중국

의 플랫폼들과 프랑스의 델리툰이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 만화사업자들도 코미코와 픽코마

의 성과를 보며 기다리면 무료를 웹툰의 수익모델로 관심있게 주시하고 있음

Ÿ 이는 웹툰의 기본 수익모델이 글로벌 차원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
이며, 따라서 웹툰 수출을 가능케 하는 필요조건을 확보한 것임

○ 한편 해외에서 디지털 콘텐츠 결제가 용이해졌다는 점도 웹툰 수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

진할 수 있는 배경 요인이 되고 있음

Ÿ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각국의 신용카드 사업자들과 연계하여 ‘앱 내 
구매(In-App Purchase)’라는 결제 방식을 제공하고 있음

Ÿ 모바일 결제 수수료가 30%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수출을 하는 입
장에서 현지의 모바일 결제 인프라를 고민할 필요없이 앱스토어가 제공하는 방식을 따르
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은 수출 촉진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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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화산업 외적 요구 

2.1. 자본의 요구

1) 투자자본의 요구 

○ 국내 웹툰 시장이 성장하고 그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웹툰 시장에는 IP(Intellectual 

Property, IP)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본이 투자되어 있음

Ÿ 이는 원천 IP 개발에 보다 많은 자본이 투자되면 경쟁력 있는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지는 동시에, 만화산업이 자본의 요구에 의해 보다 체계화, 고도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반면, 투자된 금융자본은 항상 만화업계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수반한 자금 회

수(Exit, 엑시트)를 목표로 하는데, 투자 이익의 크기를 늘리고 엑시트 가능성을 높이기 위

한 방안으로 현재 ‘수출’을 적극 고려하고 있음

Ÿ 투자를 유치한 웹툰 플랫폼들이 공통적으로 향후 IP 비즈니스의 확대에도 주력하겠다고 
선언하는 이유는 웹툰 비즈니스 자체로는 투자를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화처럼 더 
큰 규모의 비즈니스와 연계를 통해 엑시트의 기회를 마련하려 하기 때문임

Ÿ 만약 웹툰 자체의 사업 수익을 통해 투자를 회수하려 한다면 결국 시장의 확대, 고객의 확
대, 수익의 확대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논리적 귀결은 내수 1천만 명의 국내 웹툰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웹툰을 수출하는 것임

Ÿ 주식 거래 차익을 통한 자금회수의 관점에서 보면, 투자된 웹툰 플랫폼들이 IPO(주식공개)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웹툰 수출은 이런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음

2) 분사된 포털 플랫폼의 요구

○ 2017년 웹툰 플랫폼 업계의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는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 역시 웹툰 사업

부를 분사시킨 것으로, 이는 네이버 웹툰이 그 동안의 사업 기조와 달리 ‘수익성’을 사업

의 기본 원칙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생겼음을 의미함

○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 플랫폼을 독립시키며 향후 투자자 및 제작자로 확장을 추진할 것

임을 내비치고 있는데, 핵심 비즈니스는 IP 기반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가 될 것으로 보이

며, 여기서 웹툰 수출은 테스트베드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Ÿ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향점은 활발한 2차 저작물 사업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웹툰을 영상화 
한 웹드라마 제작과 함께 이들을 서비스하는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Ÿ 네이버와 카카오 입장에서 글로벌 IP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가장 쉽게 타진해 볼 수 있는 
것이 웹툰의 수출인데, 원작의 최초 통로인 웹툰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매수한 IP를 번역
이라는 도구를 통해 글로벌 차원으로 유통하는 것임

2.2. 해외의 요구

1) 해외 만화산업의 요구 

○ 현재의 웹툰 수출 논의 역시 외국 만화업계의 수입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

능한 것인데, 수입의 수요는 웹툰이라는 새로운 포맷 자체의 잠재력과, 그 동안 수많은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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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작되며 경쟁력 있는 웹툰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인함

Ÿ 전세계 만화산업은 디지털 만화 시대를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해답
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한국의 웹툰은 애초 기획부터 창작,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모바일과 스마트폰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Ÿ 수많은 웹툰이 창작되다 보니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수준 높은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전
혀 색다른 차별화된 웹툰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해외 만화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음

2) 해외 자본의 요구

○ 현재 한국 웹툰에 대한 수입 수요가 높은 국가는 단연 중국인데, 중국의 수입 수요는 중국 

만화산업의 수요라기보다는 IP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대규모 자본의 요구라는 측면이 강함

Ÿ 콰이칸만화와 함께 중국 웹툰 시장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텐센트동만을 운영하고 있는 중
국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는 ‘범오락(판위러, 泛娱乐)’ 개념을 주창하며, 하나의 문화 
콘텐츠 지적재산권(IP)을 다양한 형태로 파생시키는 생태계 구축을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Ÿ 텐센트를 필두로 바이두, 알리바바, 웨이보 등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을 보유한 중국의 거
대 IT 기업들 역시 'A-C-G(애니메이션-카툰-게임)'을 기본 모토로 스토리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음

Ÿ 이러한 투자 배경 흐름 속에 한국 웹툰에 대한 수입 수요가 형성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
국 만화 창작시장이 미성숙하다 보니, 중국 플랫폼들이 일본과 한국에서 스토리 확보 수요
의 일부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임

Ÿ 중국 자본의 한국 웹툰에 대한 높은 수요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는
데, 만화 스토리에 투자가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판권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작용하기 때문임

Ÿ 판권료는 낮지만 괜찮은 만화 스토리를 발굴해 판권을 구입하면 게임, 영화, 드라마 등 다
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사 입장에서 보면 만화는 
작은 투자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저위험고수익 아이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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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만화수출의 목적 

1. 시장의 확대 

○ 시장의 확대는 일차적으로 웹툰이 소비되는 지역의 확대와 고객 기반의 확대를 의미함

Ÿ 웹툰 수출로 소비 지역과 고객 기반이 크게 확대된다는 것은 웹툰의 중국 시장 수출 효과
에서 잘 나타나는데, 2016년 중국 만화산업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2,257만 명이었던 
중국의 만화 이용자 수는 2017년 1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Ÿ 이는 한국 웹툰 시장의 10배 규모에 달하는 수치로, 바꿔 말하면 이론적으로 현재보다 웹
툰 시장이 10배 이상 커질 가능성이 있음을 뜻함

[그림 Ⅱ-3-1] 2013∼2017 중국 만화 독자수 추이 전망

자료: 중국인터넷정보센터(2017.6)

Ÿ 웹툰 수출의 시장 확대 효과는 디지털의 특성과 결합되면 더욱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데, 웹툰 플랫폼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전세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

Ÿ 가령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웹툰 플랫폼에는 미국의 독자들만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전세계 사람들이 접속해 웹툰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지역의 독자 
수 외에 더 많은 잠재 고객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시장의 확대는 소비 지역과 고객 기반의 확장뿐 아니라, 그에 따라 파생되는 롱테일 가능성

에 의한 작품의 다양성 확대와 창작자들의 활동 공간 확대라는 의미까지 포함함

Ÿ 한국 웹툰 시장처럼 한정된 시장에서 한정된 수익규모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다 보면 
PPS가 되었든, 기다리면 무료 요금제가 되었든 가장 수익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
르로 작품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Ÿ 반면 일본 만화산업의 생태계가 안정적인 선순환을 이루며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가장 근
본적인 이유는 시장 규모가 충분하기 때문에 독자도 다양하고, 이애 따라 다양한 장르의 
만화가 출현하여 ‘종 다양성’을 갖추었기 때문

Ÿ 종 다양성이 가능하려면 롱테일에 속하는 작품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우
선 전체 시장의 규모가 커져야 하기 때문에, 한국 만화업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
도 만화 수출을 추진해 시장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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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외국에서 인기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된다면 아예 활동 공간을 외국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이미 2000년대 중반 한국 출판만화가 외국에 알려지면서 한국 작가들
이 일본, 미국, 유럽 등지로 활동무대를 확장하거나 옮긴 전례가 있음

2. 수익의 확대 

○ 수출은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동시에 수익의 확대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이는 얼핏 당연

해 보이는 말이지만 일본 망가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보듯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음

Ÿ 일본 망가의 수출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의 만화산업 자체도 망가 수출을 바라보는 관점이 수익
의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Ÿ 일본은 충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확실한 수익모델과 역량 있는 인재들의 산업 유입으로 
안정된 만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기에 수출에 대한 요구가 기본적으로 크지 않았음

Ÿ 일본 망가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 기점이 된 미국 시장 진출 역시 미국 청년 스튜어트 레비
와 그가 설립한 출판유통사 도쿄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지, 일본 만화업계의 치밀한 전
략 수립과 적극적인 실행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

Ÿ 일본 만화업계는 내수 시장 대응에만도 일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출을 절박하게 
고려할 필요도, 여유도 없으며, 출판사 편집국은 수출 등 해외 업무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음

Ÿ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본 만화업계의 이런 태도는 외국에서 일본 망가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리 높지 않은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
수의 일본 망가 IP 확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것임

Ÿ 이런 사정 때문에 일본 만화업계가 수출에 수동적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망가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그림 Ⅱ-3-2] 미국 내 망가 보급을 주도한 스튜어트 레비의 도쿄팝

자료: NBC News & Harris County Public Library

○ 반면 한국 만화업계는 해외 시장에 무심할 수 있을 만큼 내수가 충분하지 않고, 내부 수익

모델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반드시 수익의 확대를 목적에 두어야 함

Ÿ 만화를 수출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며, 출판만화와 달리 디지털화 된 웹툰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 프로세스가 용이해졌다고는 해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마찬가지임

Ÿ 웹툰의 경우 수출을 위해 에이전시가 대상국의 콘텐츠 프로바이더 및 웹툰 플랫폼과 협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비용 외에도 번역이라는 현지 상품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함

Ÿ 웹툰의 경우 수출이 되면 MG(Minimum Guarantee, 최소보장수입)를 지급 받아 수출에 
소요된 비용을 일부 보전 받기도 하지만, MG 없이 유료판매 실적에 따른 수익배분만 받기
도 하는데, 이 경우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면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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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판매 실적이 수출 비용에 못 미치게 되면 손실을 입는 문제도 있지만, 저작권자인 작가가 
수출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게 만듦으로써 만화 수출 시도 자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수출의 목적을 명확히 수익의 확대에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3. 수익모델의 확대

○ 국내 웹툰산업이 수익모델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 수출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면, 수출 과정은 수익모델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함

Ÿ 기다리면 무료로 대표되는 한국의 웹툰 비즈니즈 모델이 소비자들에게 수용되고 성공적인 
시장 안착 유료화 모델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의 해외 웹툰 사업자
들도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 적용을 검토하거나 이미 적용하고 있음

Ÿ ‘잡지 연재-단행본 발간’이 지금까지 전세계 대부분 국가의 만화산업에서 안정적인 수
익모델로 자리잡은 것처럼, 한국 웹툰의 수익모델 역시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이는 웹툰의 글로벌화가 수익모델의 정립 과정에 맞물려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

Ÿ 유료화 모델의 시장 안착 관건은 결국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유료 결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여부인데, 웹툰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시장에서 웹툰을 당연히 유료
화가 가능한 콘텐츠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함

Ÿ 웹툰 수출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웹툰의 유료화 비즈니스 모델을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업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웹툰의 수출 과정은 또한 스토리 산업의 원천으로서 만화가 IP 비즈니스에서 갖는 중요성

을 강화하고, 다양한 파생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함

Ÿ 국내 영상업계가 만화 IP를 구매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시나리오 개발 과정의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그렇다 보니 스토리나 작품성이 대중적으로 검증받은 인기작 중심으로
만 IP 비즈니스가 가능한 한계가 있음

Ÿ 그러나 웹툰 수출은 또한 IP 비즈니스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어서 보다 자본력이 큰 해외의 
IP 비즈니스 생태계와 연결될 경우 더 많은 웹툰이 2차 저작 비즈니스의 대상이 될 가능성
이 높아짐

Ÿ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웹툰 생산 과정부터 해외 IP 비즈니스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
고 기획, 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만화산업 분야뿐 아니라 영상, 게임, 캐릭터 등 타 엔터테
인먼트 산업의 글로벌 IP 비즈니스에 전문성이 있는 에이전시 그룹과 협업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편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이 반드시 A-C-G 같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영상 멀티미디

어로 전환만을 의미할 필요는 없는데, 웹툰의 출판 역시 글로벌 차원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확장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Ÿ 유럽 등 출판만화를 보는 전통이 강한 지역이나 인터넷과 모바일 인프라 보급 정도에 따라 
웹툰 이용이 여의치 않은 곳은 웹툰을 도서 형태로 출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Ÿ 이 경우 모든 웹툰의 컨버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연출기법상 인쇄만화에 적합한 작품의 
선정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인쇄만화가 요구하는 품질의 작화 수준을 담보하는 작품의 선
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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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만화수출의 대상

1. 대상 선정 기준 

○ 대부분의 수출이 그렇듯 해외에서 상품판매를 시도하는 수출은 기본적으로 국내 판매보다 

어려운 과정이며, 그 수출 과정에 다양한 노이즈(noise)가 발생하므로 실효적 수출이라는 

기본 목적의 달성 확률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수출 대상을 식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어느 만화가 보다 경제적 효과가 큰 지, 어느 만화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확장성이 있는지, 어느 만화의 수출 주체들이 역량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Ÿ 글로벌 만화산업에서는 ‘오프라인 만화-온라인 만화’의 구분법, ‘출판만화-디지털 만
화’의 구분법을 주로 사용하나, 한국 만화는 ‘출판만화-웹툰’이라는 구분법을 사용함

Ÿ 반면 한국 만화의 구분법은 만화의 창작부터 유통, 소비까지 서로 다른 유형의 만화 콘텐
츠를 상정하고 있는데, 웹툰은 출판만화를 디지털로 옮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마트 기
기 이용을 전제로 제작된 만화로, 글로벌 만화산업에서 말하는 디지털 만화와는 사뭇 다름

Ÿ 한국 만화의 수출 대상을 논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만화와 웹툰을 대상으로 놓고 
수출 가능성과 수출효과, 그리고 수출 용이성 등을 비교한다는 의미임(오로지 수출효과 관
점에서 비교이며, 만화적 가치나 콘텐츠적 가치에 대한 비교는 아님)

2. 생산의 측면 

○ 만화를 수출하려면 우선 수출할 만화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판매되어야 하는데,  

작품 공급이 충분해야 게 중에 해외 시장 공략이 가능한 작품도 나올 확률이 높고, 국내 판

매 실적을 토대로 외국의 수입업자가 관심을 갖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

○ 국내 만화시장 매출규모를 보면 여전히 만화 출판업과 만화도소매업 등 오프라인 만화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만화수출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출 할 수 있는 출판만

화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일치된 견해임

Ÿ KT경제경영연구소의 통계는 포털의 PPS(Page Profit Share), 2차 저작권료, 유료웹툰 
매출까지 고려하여 추정한 것인데, 업계 관계자들은 웹툰 이외 e-북 형태의 디지털 만화 
매출도 존재하므로 이를 웹툰 매출과 합하면 대체로 온라인 만화의 배출 비중이 전체 만화 
시장의 55~6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함

구분 2010 2011 2012 2013(E) 2014(E) 2015(E)

국내만화시장규모 7419 7517 7151 7508 7883 8277

국내 웹툰시장 규모 529 610 1,000 1,500 2,100 2,950

웹툰의 비중 7.1% 8.1% 14.0% 20.0% 26.6% 35.6%

<표 Ⅱ-4-1> 국내 만화시장 규모 및 웹툰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 원)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2013.09)

Ÿ 한편 업계관계자들의 의견대로 온라인 만화의 비중이 최대 60% 정도라고 가정하면, 웹툰
과 출판만화 모두 수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출판만화 매출의 구성을 살펴보면 일본 망
가를 수입해서 출간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좁은 의미에서 국내 출판만화 종수는 거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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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결론적으로 생산의 측면에서 수출 가능한 만화는 웹툰과 학습만화이며, 좁은 의미의 출판
만화는 그 종수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웹툰과 학습만화를 놓고 본다면, 다양성과 독자 커버리지 측면에서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는 웹툰의 수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Ÿ 일본에서는 수많은 망가 하위 장르가 있고, 소년지, 소녀지, 청년지, OL 취향, 샐러리맨용, 
게임 애호가 취향, 50대용, 어린이용 등 다양한 잡지가 있으며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독자
층이 존재하는데, 이는 만화 독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만화를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화 독자로 남게 하는 힘이 되고 있음

Ÿ 망가의 수출 경쟁력 분석에 비추어 볼 때, 수출 품목으로서 웹툰의 장점 역시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웹툰 역시 한 때 사라졌던 만화의 중심 소비층을 다시 불러들이고 만화 소비 단절층
이라고 할 수 있는 30∼40대까지 다시 만화 소비자로 만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

Ÿ 한국에서 웹툰의 성공 요인을 꼽을 때, 우선 ‘내용과 형식의 다양성’이 언급되는데, 단
지 창작자의 수가 많고 작품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축된 다양성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수출 품목으로서 보다 유효하다 할 수 있음

[그림 Ⅱ-4-1] 각국 만화의 특성과 수출 품목으로서 웹툰의 가능성

○ 출판만화의 수출은 당분간 학습만화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좁은 의미의 출판만

화 수출은 우선 국내 출판만화의 생산과 유통 환경을 복원한 이후 논의가 가능할 것임

Ÿ 학습만화는 출판만화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학습만화를 만화산업에서 배제해
야 할 이유는 없으나, 독자층이 주로 10대 초반 이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깃이 명확
하다는 장점은 있는 반면 다양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3. 수출 주체의 역량 측면 

○ 수출 과정에서는 여러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수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수출 주체를 필요로 함

○ 웹툰은 출판만화와 제작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는 수출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수출을 담당하는 주체의 성격과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게 됨

Ÿ 포털이나 전문 웹툰 플랫폼들은 연재 작가들에게 원고료 혹은 MG를 지급하며, 그 반대급
부로 온라인 전송권 및 해외 전송권과 2차 판권까지 위탁받는 경우가 있는데, 플랫폼이 수
출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것이 웹툰 수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Ÿ 플랫폼은 위상은 형태적으로 출판만화에서 출판사의 위상과 동일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와 
보통의 출판사업자는 기업의 규모와 자금력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측면은 수출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 웹툰이 유리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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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플랫폼들은 최근 웹툰 콘텐츠를 활용한 2차 판권 비즈니스에 적극 나서고 있고, 해외 2차 
판권 판매를 위한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출판만화의 유통에 한정해 수출 업무
를 대행하는 에이전시에 비해 더 많은 사업기회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구분 웹툰의 수출 출판만화의 수출

주체 웹툰 플랫폼 또는 에이전시 출판사 또는 에이전시

자금력
포털의 플랫폼 외에 전문 웹툰 

플랫폼들도 투자 유지 다수
웹툰 에이전시들도 투자 유치

1인 에이전시 다수
수출 노이즈 발생 시 버퍼링 제

공에 한계

협력 네트워크
상대국의 대형 웹툰 플랫폼
네트워크 범위는 넓지 않음

오랫동안 구축한 다수의 협력 네
트워크 보유

대행 범위
웹툰의 해외 전송권
2차 판권 수출 비즈니스 병행

출판물의 해외 복제권
2차 판권 수출 비즈니스는 통상 

별도의 전문 에이전시 경유

<표 Ⅱ-4-2> 웹툰 수출과 출판만화 수출의 주체 비교

자료: 스트라베이스

○ 수출 주체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출판만화의 수출보다는 웹툰의 수출 주체들이 
상품의 해외 소비자 전달 범위 측면이나 사업기회의 범위 측면에서 더 규모 있는 수출 효과
를 기대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음

4. 수출의 용이성과 확장성 측면

○ 만화의 수출이 곧 현지에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겨우 현지에서 판매될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일단은 수출 과정이 용이해야 판매 기회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더 활발히 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웹툰은 출판만화보다 수출과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디지털 속성에 의해 퍼

블리싱이 신속하다는 장점 외에도 현재 구축되어 있는 글로벌 웹툰 생태계의 속성으로 인

해 만화 수출 과정의 번거로움이 상당부분 제거되어 있기 때문임

Ÿ 웹툰은 번역본만 준비된다면 한국과 외국에서 같은 시간에 퍼블리싱 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 글로벌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할리우드 영화의 글로벌 동시 개봉
과 같이 향후 웹툰의 글로벌 동시 연재를 목표로 하고 있음

Ÿ 신속한 퍼블리싱이 가능하다는 점은 해적판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는데, 동시 연재가 
가능할 정도로 수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불법 번역에 의한 해적판이 유
통될 기회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음

Ÿ 웹툰 수출의 용이성은 해외의 웹툰 플랫폼 중에는 한국의 사업자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한
국 사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서도 기인함

Ÿ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수출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해외 웹툰 플랫폼의 수입업무 담당자들이 
한국인인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단적으로 말해 현지어를 몰라도 수출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임

○ 수출의 확장성 면에서도 웹툰이 출판만화보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인데, 국가 단위로 수출업무가 이루

어져야 하는 출판만화에 비해 웹툰의 수출은 국가가 아닌 언어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웹툰의 연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도 웹툰이 출판만화에 비해 수출 효과의 확

장성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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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만화수출의 유형

○ 만화 수출은 기본적으로 ‘만화 IP’의 수출, 즉 저작권의 양도를 통해 대가를 얻는 행위를 

의미하며, 웹툰의 수출이라면 해외 웹툰 플랫폼에 온라인 전송권을 위탁하거나 영상 사업자

에게 2차 판권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임

○ 그러나 IP의 수출처럼 엄밀한 의미의 수출은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만화 수출의 한 유형으

로 비춰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웹툰 플랫폼의 현지 진출과 작가의 현지 진출임

Ÿ 한국업체가 외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 이 플랫폼은 엄밀히 말
해 한국의 기업이 아닌 현지 기업임

Ÿ 따라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한국 만화산업의 매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즉 수출 
행위의 수익이 한국으로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의 진출은 엄밀한 의미의 수출은 아님

Ÿ 작가가 현지에서 개인 혹은 스튜디오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현상적으로는 한국 만
화의 수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나, 엄밀한 의미의 수출은 아님

Ÿ 그러나 현지에 설립된 웹툰 플랫폼과 작가의 진출은 한국 웹툰을 알리는 선봉 역할을 하
며, 간접 수출효과는 오히려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1. IP 수출

○ 만화의 수출은 법적으로는 저작권의 양도,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과정을 의미함

구분 내용

복제권
인쇄·사진·녹음·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 유형물로 다시 제작
할 수 있는  권리

공연권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상영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

공중송신권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
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
을 통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 방송권·전송권·
디지털 음성 송신권이 포함됨 . 또한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
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

전시권
회화·조각·응용미술작품과 같은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 , 
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

배포권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 , 대여 , 대출 , 점유  이전 ,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

대여권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
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

2차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 /각색·영상제작 , 그  밖의  방법으
로 작성한 창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
작물을 작성할 권리

<표 Ⅱ-5-1> 저작재산권의 분류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Ÿ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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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등이 포함되는데, 출판만화의 수출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하나인 ‘번역권’이 권리 
이전의 중심이 되고, 웹툰의 수출은 여기에 공중송신권이 합쳐지게 됨

Ÿ 출판만화나 웹툰의 수출을 넘어, 국내 만화를 원작으로 해외에서 영상화 혹은 게임 제작이나 캐
릭터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해외의 IP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임

○ 만화 IP의 수출은 저작자 본인 또는 통상적으로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 행사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은 ‘에이전시(Agency)’를 통해 이루어짐

Ÿ 만화 분야에서 에이전시는 만화가와 출판사 및 웹툰 플랫폼, 관련되는 라이선싱 산업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대행사로, 만화가에게 저작권을 위탁받고 저작자 대신 서비스 업무
를 행하여 수익을 창출시키는 개인 혹은 회사를 의미함

Ÿ 만화 IP의 수출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곧 에이전시 비즈니스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하
는데, 이렇게 되려면 작가와 작품의 활용이 다각화되고 수익이 확대되어야 함

Ÿ 작품 활용의 다각화는 2차 판권 비즈니스의 활성화, 즉 OSMU와 사업다각화(diversification)
를 의미하는데, OSMU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작품의 권리를 중간에서 전문
성을 가진 누군가가 대행해야 하기 때문에 에이전시 비즈니스가 시행되는 것임

Ÿ 에이전시를 통한 권리의 대행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다면,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마찬가지로 매니지먼트 비즈니스가 작동하게 됨

[그림 Ⅱ-5-1] 만화 에이전시의 역할 범위

자료: ComiXPark

○ 최근에는 에이전시 중심의 IP 수출에서 정부나 지자체, 민간기구 등이 주도해 ‘국내에서 만

화전문 마켓을 개최’하거나 ‘해외의 만화전문 마켓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 IP 수출의 대가는 출판만화의 경우라면 인세, 웹툰 수출의 경우는 수익배분의 형태로 지급되며, 양

국 및 국제조세협약에 의한 절차에 따라 소득세가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 지급받게 됨

2. 플랫폼의 진출 

2.1. 기업의 해외진출 형태 

○ 수출통계적 관점에서 플랫폼의 진출과 관련해 엄밀히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플랫폼

의 법적 조직 형태가 지사인지 아니면 해외법인인가 하는 것인데, 이는 플랫폼의 매출이 어

느 국가에 귀속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

Ÿ 외국에 진출한 한국 웹툰 플랫폼이 해외 법인이라면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은 모두 현지
로 귀속되며, 국내의 매출로 인식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수출통계에 잡히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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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형태는 연락사무소, 해외지사(지점), 해외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락사무소와 해외지사는 국내법의 관할에 놓이며, 해외법인은 현지법의 관할에 놓이게 됨6)

○ 연락사무소는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지점 등과 같이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 단계에

서 설치하며, 현지에서 상대국 카운터파트와 본사를 연결하는 대화 창구의 기능을 수행하거

나 현지의 여러 정보를 수집해 본사에 보고하는 보조적이며 예비적인 기능을 수행함

Ÿ 진출 국가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를 권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제도를 잘 살펴봐야 하
며,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를 권장하지 않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는 해
외 기업이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진출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고 바로 법
인 설립을 통해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임 

○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려면 해외지사 혹은 지점을 설치하는데, 연락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본사

에 종속되어 있으며 국내법이 해외 지사에도 그대로 적용됨

Ÿ 해외지사의 장점은 중요 계약사항을 본사 명의로 해아 하므로 본사의 통제가 용이하며, 본
사의 별도 자본 출자가 필요 없다는 점이며, 반면 단점은 본사 관여도가 높아 경영의 신속
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며 법적분쟁 발생 시 본사 연대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

Ÿ 웹툰 플랫폼 중 실제 사례를 들어 보면, 레진코믹스는 본사가 하는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해외 사업을 하되, 해외 지사의 형태로 지역 담당팀을 두어 번역, 문화적 터부 반영, 현지 
독자와 상호작용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Ÿ 네이버 라인웹툰의 경우는 국가마다 형태가 다른데,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서비
스가 하나의 사이트로 제공되고 있지만, 미국 지역은 다음에서 살펴볼 해외법인 설립을 통
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지역은 해외 지사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 해외법인은 본사와 독립된 법인체로서 진출하려는 국가의 현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

하며, 독립적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한 방식임

Ÿ 현지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은 자국법인에게만 적용되고 외국법인에게
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 법인을 세우면 각종 감면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Ÿ 자회사의 경우 현지법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지점보다 현지 지역사회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고, 현지에서 사업상 더 좋은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금융차입 등 자금
조달 면에서도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유리함

Ÿ 해외법인의 장점은 현지 시장 상황에 맞게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의 신속성과 효율성
이 높고 법적 분쟁 발생 시 모회사와 모든 금전적, 법적 책임을 상호 전가하지 않는 것이며, 반면 
가장 큰 단점은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 각 국가마다 관련 등록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Ÿ 웹툰 플랫폼 중 실제 사례를 들어 보면, 네이버 라인웹툰은 북미 현지 시장의 공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스탠리 마블 코믹스 명예회장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16년 12월 로스앤젤
레스에 웹툰엔터테인먼트 해외법인을 설립했으며, 2017년 2월에는 북경 현지법인인 '브로
콜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였음

Ÿ 일본의 대표적 웹툰 플랫폼 ‘코미코’의 운영업체는 NHN 코미코라는 현지 법인으로, 
NHN 엔터테인먼트의 일본 자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임

○ 이상 살펴본 연락사무소, 해외지사(지점), 해외법인의 구분은 법적, 특히 회계적 관점의 구

분이나, 실제 체감되는 플랫폼의 해외 진출 유형은 크게 ‘현지 직접 진출’ 방식과 ‘국내 

6) 안종식, ‘기업의 해외진출 형태-연락사무소, 해외지사, 해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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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서비스 운영’ 방식임

○ 법적인 구분과 체감적 구분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감적 구분 유형에 따라 실

제 법적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형태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것은 플랫폼

의 수출 이해에 도움이 됨

Ÿ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현지 직접 진출’의 경우 현지 법인 설립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 다국어 서비스’의 경우는 현지 연락사무소나 해외 지사 설립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음

2.2. 현지 직접 진출

○ 현지 직접 진출은 법적으로는 현지 법인을 세우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는 의미이나, 

현상적인 가장 큰 특징은 현지 작가의 발굴을 통해 현지 작품을 다수 서비스하는 것임

○ 현지 작가 발굴은 웹툰 플랫폼을 정착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플랫폼이 이들 

작가들을 통해 초기에 낮은 비용으로 현지인의 취향에 맞는 다수의 웹툰 작품을 공급받음

으로써 비로소 마켓플레이스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

Ÿ 만화가 아무리 문화적 할인율이 낮은 콘텐츠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지인들에게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작품은 현지인의 코드에 맞게 현지인이 만들어 낸 것일 수밖에 없음

Ÿ 한국의 만화 작품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플랫폼 입장에서 한국 만화로만 라인업을 구축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작품 소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

Ÿ 웹툰 하나를 소싱 하려면 기본적으로 작가에게 원고료나 MG를 제공해야 하고, 여기에 번역비용이 추
가가 되어야 하는데 번역비용 역시 화당 원고료에 맞먹기 때문에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님

Ÿ 만일 한국 웹툰 200개 작품으로 해외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소싱 비용에만 약 50억 원 정
도가 소요되며, 또한 이들 작품이 현지에서 인기를 얻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인 만큼, 웬만한 자
금력을 가진 업체가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기도 어려움

Ÿ 그래서 필요한 것이 현지 작가 풀인데, 이들은 한국 웹툰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작품을 저가에 제
공해 줄 수 있고, 그 속에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작가와 작품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

[그림 Ⅱ-5-2] 인도네시아 라인웹툰의 도전 만화가(Webtoon Challenge)

Ÿ 무엇보다 현지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올라오면 현지인들은 한국의 웹툰 플랫폼이 아니라 
자국의 웹툰 플랫폼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이는 플랫폼이 현지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현지에 직접 진출한 웹툰 플랫폼은 법적으로는 한국 기업이 아니나 결과적으로 한국 웹툰

에 해외 진출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즉 통계적 수출 실적에는 잡히지 않으나 웹툰 수



28

출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큰 수출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음

Ÿ 한국 웹툰의 수출 관점에서 가장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수출 형태는, 현지 사업자가 운영
하는 영향력 있는 웹툰 플랫폼이 있어서 이들에게 경쟁력 있는 한국 웹툰의 IP를 수출하는 
것이나, 아직 해외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규모 있는 웹툰 플랫폼은 거의 없는 실정임

Ÿ 이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일부 한국 사업자들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직
접 플랫폼 운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이들이 성공을 거둔다면 한국 웹툰의 안정
적인 수출 창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 효과는 매우 클 것임

Ÿ 그러나 플랫폼 서비스의 안착은 국내에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해외에서 해외 소비자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몇 배 더 어려운 일일 것임

Ÿ 따라서 현지에 직접 진출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현지 작가 풀을 구축하여 웹툰 생태계
를 구축하고, 한국의 웹툰 플랫폼이 아닌 현지의 웹툰 플랫폼으로 성공을 거두려 노력하는 
것도 거시적으로 보아 한국 웹툰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2.3. 수익 모델  

○ 국내 다국어서비스 운영은 사업체의 법적 지위는 국내 법인이면서, 번역 서비스를 통해 여

러 국가에 웹툰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지칭하며, 해외 직접 진출에 비해 리스크는 적으

나 현상적으로 제공 작품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 특징임

Ÿ 현지 작가 풀을 통한 현지 작품의 소싱이 어려우면 결국은 한국 웹툰의 번역 작품을 중심으로 플랫
폼 라인업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당한 규모의 소싱 비용을 요구하는 일임

Ÿ 따라서 국내 다국어 서비스 운영 방식으로 해외 사업을 전개하는 플랫폼들은 제공하는 작
품의 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태피툰이나 스팟툰의 경우도 40여 개 작품으로만 서비
스를 운영하고 있음

Ÿ 네이버 라인웹툰처럼 자금력을 바탕으로 870여 개 작품을 5개 국어로 서비스하는 플랫폼
도 있으나, 라인웹툰은 미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현지 작가 발굴을 병행하고 있음

Ÿ 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플랫폼들은 기본적으로 소수의 확실한 작품 중심으로 라인업
을 구성하는 사업 전략을 펴고 있음

3. 작가의 진출

○ 작가의 진출은 현지 출판사 혹은 스튜디오와 계약 혹은 고용관계를 맺고 작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수출통계적 관점에서는 수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제한된 내수 시장 한계 

극복이라는 수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임

Ÿ 작가의 해외 진출 활성화는 과잉생산 체계에서 공급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현지 
진출한 작가의 성공은 한국 만화에 대한 수요를 부가적으로 촉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한
국 만화의 해외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

○ 국내 만화산업계가 출판만화에서 웹툰으로 급격히 이동한 이해 출판만화 작가들의 수가 현저

하게 줄어듦에 따라 작가의 해외 진출 사례도 줄고 있지만,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웹툰 

작가와 공동제작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새로운 작가 해외 진출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

○ 한편 출판만화나 웹툰은 아니지만, 작가 해외 진출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할 만한 사

례들도 있는데, 드로잉 쇼와 원화 판매로 신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는 김정기 작가가 대표적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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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웹툰수출 사례 분석

○ 본 절에서는 현재 각 권역별로 전개 중인 웹툰 수출의 사례 분석을 통해, 각 권역별 수출의 

성공요인과 제약요인을 식별하고, 웹툰 수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또한 사례분석을 통해 본 용역의 과제인 12개국 만화시장을 조사함에 있어, 시장을 이해하

는데 필요한 프레임을 도출하고,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조사항목들을 식별하고자 함

1. 일본 시장 사례 분석 

1.1. 분석 대상 

○ 일본시장 진출 사례 분석은 NHN 엔터테인먼트의 일본 자회사인 NHN Comico가 2013년

부터 운영 중인 웹툰 플랫폼 ‘코미코’를 주 대상으로 하였음

Ÿ 코미코 웹툰 플랫폼의 특징은 스마트폰에 특화된 풀 컬러 세로 스크롤 방식의 웹툰을 일본에 선도
적으로 들여왔다는 것과, 모든 콘텐츠가 코미코를 통해 최초로 제공되는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점

Ÿ 자체 만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자사 플랫폼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만화가 공급 
생태계 강화 전략을 구사한 것도 특징이며, 일본 웹툰 작가 풀을 바탕으로 코미코 플랫폼
은 일본 작품과 한국 작품을 7:3의 비중으로 서비스하고 있음

Ÿ 코미코 플랫폼의 또 다른 특징은 소속 작가들이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피드백을 연재 웹
툰에 반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편집자에 의해 작품의 방향이 결정되는 전통적인 일본 망가 
제작과는 매우 상이한 것임

1.2. 사업 현황 

○ 코미코는 현재 일본, 한국, 대만, 태국, 스페인 등 5개국 언어로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2018년에 미국 서비스를 준비 중임

Ÿ 코미코 웹툰 앱은 2013년 10월 무료 웹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년도 지나지 않아 일본 
내에서만 1,00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으며, 2017년 상반기 현재 일본에서 1,500만, 아시
아 4개국에서 2,500만 다운로드를 기록

Ÿ 2016년 11월 이후부터 부분적인 유료화를 단행했고 앱 내 웹툰 만화 중 인기작의 IP를 활
용한 부가 사업을 병행하며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시도도 하고 있음

○ 주 이용자는 16∼29세의 젊은 층이 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비율이 62%

로 남성보다 높은 것이 특징임

Ÿ 보다 구체적으로 고객의 페르소나를 보면 23세 직장 여성 혹은 여대생으로 이들은 특히 
유료 고객의 핵심층을 이루고 있음

Ÿ 핵심 고객층의 특성은 작품 라인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주로 출근길과 취침 전에 
코미코 웹툰을 이용하고 결혼과 연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벼운 주제의 웹툰과 드라마 
웹툰을 선호하며 판타지, SF, 조폭액션물 등은 소비하지 않음

Ÿ 일본 내 망가 앱 인기도 조사에서 라인웹툰과 일본 사업자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
는데, 월 방문자 수는 라인웹툰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용자 체류시간에서 코미코가 월등히 
높아 고객 충성도와 몰입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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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1] 웹툰 수출 사례분석 대상

자료: SimilarWeb

1.3. 성공 요인

1) 일본 만화문법 고도화의 역설 : 새로운 만화 독자의 웹툰 유입7)

○ 코미코의 성공은 일본 만화업계가 시대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시대의 독자에 맞는 웹툰 포맷으로 독자 유입에 성공했기 때문

Ÿ 일본의 만화 문법이 극도로 고도화 되면서 새로운 독자층이 들어오지 않고 있음

Ÿ 자극적 미디어에 노출되어 자란 일본 어린이들은 이제 1주일을 기다려 잡지 만화를 보는
데 익숙하지 않고, 만화를 접하지 않으니 만화 문법을 소화하지 못함

[그림 Ⅱ-6-2] 원피스 애니메이션과 만화 보기의 차이

자료: Shueisha

Ÿ 최근 일본 출판사에 엄마들이 전화를 걸어 와, ‘원피스 애니메이션이 재미있다고 해 책을 
사줬는데 아이들이 만화책을 읽지 못하겠다고 한다.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고, 흑
백인 것도 이상하고, 배경이 너무 복잡하다고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함

Ÿ 이런 상황에서 2013년에 코미코가 네이버의 웹툰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와 사업을 시작했
는데, 만화 문법이 기존 일본 만화와 달리 이해하기가 쉬웠고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
다는 점 때문에 만화를 읽지 않던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

2) 고품질의 무료 매체 전략으로 이용자 기반 구축

○ 사업 초기 새로운 웹툰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무료 매체 전략을 썼는데 단, 무료 매체이면

서도 양질의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여 매체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음

Ÿ 한국의 포털이 웹툰으로 고객을 유인해 트래픽을 일으키기 위해 초기에 무료 전략을 구사
했다면, 코미코는 웹툰의 독자를 늘리기 위해 무료 전략을 구사한 것이 차이점

7) 이현석 재일만화연구가 겸 코미코 시니어 프로듀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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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인력수급 방식으로 현지 작가 양성

○ 웹툰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웹툰 생산자 기반의 조성이 필요한데, 기존 일본의 만화가 등단 

방식과 다른 시스템으로 웹툰 창작자 양성에 성공하였음

○ 초기에는 일본 작가들도 웹툰 형식에 거부감과 이질감을 느꼈으나, ‘리라이프’라는 성공

작이 나오면서 웹툰을 그리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는 단단한 웹툰 작가 

풀을 구축하게 되었음

Ÿ <리라이프>의 작가도 일본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우수한 작가는 아니며 B급 작가 정도
인데, 무료 매체 안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내주고 코미코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히트
작이 되고 유사 사례들이 축적되며 일본 작가들이 웹툰의 가능성을 적극 수용하게 되었음

4) IP 비즈니스를 위한 플랫폼의 과감한 투자

○ 코미코는 약 3년에 걸쳐 고품질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고, 기존 작가들을 웹툰 

작가로 전환시켰는데, 막대한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이 과정은 사업 주체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어 가능했음

Ÿ 코미코는 처음부터 100% 웹툰만 제공했는데, 그러다 보니 작품 수 확보를 위해 작가를 모
아야 했고, 웹툰에 생소한 작가들을 끌어 모으는 방법은 결국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음

Ÿ 콘텐츠 확보를 위한 투자는 ‘외부 IP의 리마스터링’ 작업에서도 드러나는데, 유료화 단
행 이후에는 유료화에 적합한 작품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출판사의 출판만화 
IP를 사들여 세로 스크롤과 컬러로 다시 만드는 리마스터링 사업을 시도하였음

5) 철저한 현지화와 번역에 대한 투자

○ 현지화의 의미는 단순히 번역을 현지에 맞게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일본의 웹툰 

플랫폼이 될 것을 지향했다는 의미임

Ÿ 코미코는 일본인 현지인 작가의 작품 70%, 한국 작가의 웹툰 30% 정도로 라인업을 구성하
는 전략을 잘 유지했는데, 이를 통해 코미코가 일본의 웹툰 플랫폼이라는 점을 인식시켰음

○ 현지화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번역에도 각별한 투자를 하였는데, 목표는 한국 웹툰이 아닌 

철저하게 일본 웹툰으로 보이게 하는 것임

Ÿ 코미코는 단순히 일본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교정, 교열의 관점에서 번역을 바라보고 있
으며, 번역은 원재료일 뿐 이를 일본인 취향과 일본 말풍선 관행에 맞게 재창작에 준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6) 현지 이해에 바탕을 둔 장르 공략

○ 시행착오를 겪으며, 주독자층인 여성 독자들의 호응도가 높고 유료 결제를 이끌어 내는 데 

적합한 장르의 작품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성

Ÿ 일본 젊은 독자들, 특히 여성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는 ‘연애’와 ‘결
혼’이며, 장르적으로는 연애물, 드라마, 스릴러, 학원물 등을 4대 집중 장르라 할 수 있음

1.4. 주요 시사점 

1) 출판만화와 웹툰의 차별적 가치

○ 웹툰과 출판문화를 서로 차별적 가치가 있는 미디어, 서로 다른 미디어로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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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스마트폰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도래에 의해 만화 독자들이 이탈했다는 분석은 일면적이며, 
만화를 이탈한 고객들 혹은 기존에 만화를 보지 않던 고객층에서 웹툰 독자들이 형성되었다는 것
은 디지털 시대에는 그에 맞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포맷의 만화가 필요함을 보여 줌

Ÿ 출판만화와 웹툰은 거칠게 말해 서로 제공하는 가치가 다르며, 따라서 독자층도 구분되는 
서로 다른 미디어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출판만화와 웹툰을 서로 다른 미디어로 바라보게 되면, 한 쪽의 기준으로 다른 쪽을 평가하

지 않고, 만화 산업 내에서 두 장르를 각각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

Ÿ 코미코 등의 성공에 자극받아, 일본 굴지의 만화출판사인 고단샤가 앞으로 ‘출판만화를 만
들지 않을 지도 모르겠다’고 선언한 것은, 웹툰을 출판만화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웹툰이 새로운 시대에 보다 적합한 포맷의 만화임을 방증한 것이라 볼 수 있음

2) 웹툰 시대 출판만화의 변용

○ 출판만화의 입지가 거의 사라진 한국에서는 코미코의 ‘리마스터링 작업’을 출판만화의 

활로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Ÿ 리마스터링 작업은 출판만화 작가들에게 웹툰이라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추가해 주는 일이
면서 동시에 출판만화 생산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될 수 있음

Ÿ 단, 모든 출판만화를 웹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장르와 작품의 정확한 선택
이 필요함

3) 웹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지원

○ 코미코의 성공 사례는 플랫폼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업자의 

존재가 필요함을 보여 줌

Ÿ 전세계적으로 웹툰이 초기시장임을 감안할 때, 또한 웹툰의 생산과 소비는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에 나서지 않으면 시장 
형성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

4) 신속한 일본시장 진출 필요

○ 코미코의 성공은 한국 만화업계의 일본 진출 관점에서 보자면 기회 요인이자 동시에 위협요인인데, 

일본 만화업계가 웹툰 시장으로 움직인다면 한국 웹툰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

Ÿ 일본 만화업계가 웹툰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잡지연재-단행본 
출간’처럼 수익모델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다리면 무료’ 전략으로 웹툰의 수
익모델이 식별되면서 급격히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음

Ÿ 일본 만화업계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만화 문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 헤맸었다면, 이제 
코미코 때문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게 되었고 웹툰의 사업모델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역
량 있는 작가들을 웹툰으로 방향 전환하게 할 것임

Ÿ 따라서 아직 일본 만화업계가 웹툰으로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하기 전에, 일본 웹툰 시장에 
한국 웹툰 수출을 가속화하여 확실한 시장 지분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음

5) 웹툰의 고도화와 완벽한 번역 지원 필요

○ 일본 만화업계가 웹툰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마치기 전에 한국 웹툰이 지분을 확보하려면, 

수출 경쟁력 있는 웹툰의 제작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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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에서 프로듀싱 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해 현재의 창작 관행을 작품 고도화 관점에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Ÿ 처음 10년간은 웹툰의 문법도 간단하고 독자의 요구도 높지 않았고 무엇보다 무료였으나 이제는 
유료화가 되어 비용을 내고 봐야 하는데, 돈 내고 볼 만한 양질의 만화는 혼자 힘으로는 만들기 
어려우며, 결국 웹툰 비즈니스 전체를 보고 작품을 고민하는 프로듀서의 역할이 필요할 것임

○ 작품 고도화와 함께 여전히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일본 시장 진출의 기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완벽한 번역작업의 실행임

2. 중국 시장 사례 분석 

2.1. 분석 대상 

○ 최근 한국 웹툰 수출의 쏠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사례분석은 콰이칸, 텐센

트 등 중국의 양강 플랫폼과 중국 콘텐츠 프로바이더에 웹툰을 공급하고 있는 웹툰 제작사 

겸 에이전시 씨엔씨레볼루션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그림 Ⅱ-6-3] 씨엔씨레볼루션의 <허니블러드> 글로벌 동시서비스

Ÿ 2016년부터 중국 수출을 본격화하였으며, 중국 콰이칸 외에 미국 태피툰과 스팟툰, 프랑
스 델리툰, 일본 코미코, 대만 탑툰 등의 글로벌 플랫폼에 웹툰 동시 연재를 성사시켰음

Ÿ 2017년 중국 콰이칸과 유료화 모델 연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허니블러드>에 이어 <이
미테이션>과 <남친있음> 등이 연이어 호성적을 거두고 있음

Ÿ <허니블러드>의 경우 중국 콰이칸에서 누적 조회수 95.1억 뷰를 기록했고, 이용자 698만 
명에 등록 댓글 수 135만 개를 기록하였으며, 웹툰의 성과를 바탕으로 출판계약도 성사되
었는데, 초판 5만부 발행에 인세는 국제기준인 8%를 넘어서는 13%였음

Ÿ 씨엔씨레볼루션은 작품 공급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중국 플랫폼 사업자와 한-중 공동제
작 및 공동 비즈니스 방안도 병행하여 전개해 나가고 있음

2.2. 성공 요인

1) 중국 만화 시장의 형성과 급속한 성장

○ 중국 웹툰 수출 급증은 한국의 치밀한 전략 수립과 실행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중국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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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동인에 의한 수입 수요 급증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움

○ 중국은 전통적인 만화시장이 없었으나 2010년 이후에 단기간에 잡지만화 시장이 형성되었

고,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의 보급과 맞물리며 온라인 만화 시장도 단기간에 구축되었음

Ÿ 모바일 인터넷의 보급은 중국 만화시장의 형성에 큰 계기가 되었는데, 모바일 만화 시장이 
형성되며 주목한 것이 스마트폰 환경에 맞게 창작되고 소비되는 한국의 웹툰 방식이었고, 
이것이 한국 웹툰에 대한 1차적인 수입 수요를 창출하게 되었음

2) 중국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위러 IP 확보 경쟁

○ 텐센트가 주창한 ‘범오락(판위러, 泛娱乐)’ 개념이 대형 IT 서비스 업체들의 전략적 지

향점이 되면서 지적재산권(IP) 확보 경쟁이 전개되었고, 중국 내에서 부족한 IP를 확보하려

는 과정에서 한국 웹툰에 대한 수입 수요가 발생하였음

Ÿ 중국에서 웹소설의 경우 이미 방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웹툰 시장도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 창작시장이 발전단계이다 보니 일본과 한국에서 스토리 확보 수요의 일부를 해결하
려 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 웹툰 수입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들 IT 기업 간의 경쟁은 한국 웹툰 수입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만화전문 플랫폼 콰

이칸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며 콰이칸의 수입 방식이 벤치마크되었고, 한국 웹툰 수입에 

‘연재 방식 계약’이 적용되는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음

○ ‘연재 방식’ 계약의 핵심은 웹툰 수출 시에 MG(선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전까지 중

국 웹툰 수출은 MG 없이 수익배분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콰이칸의 성공으로 시장 

관행에 변화가 발생하였음

Ÿ ‘연재’ 방식 수출 계약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연재 계약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료 혹은 
MG를 지급받는다는 뜻이며, ‘비연재’ 방식 수출은 MG 지급 없이 수익배분만 이루어진다는 뜻임

Ÿ 웹툰을 수출하는 한국업체 입장에서 보면, 비연재 계약은 중국 플랫폼의 CMS(콘텐츠관리
시스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실제 판매가 얼마가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방식임

Ÿ 중국 웹툰 수출은 거의 ‘비연재’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허니블러드>의 경우 수입 의지가 
강했던 콰이칸이 씨엔씨레볼루션에 ‘연재’ 방식 계약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

3) 한국 웹툰 시스템의 전면적 도임

○ 중국의 사업자들은 웹툰 산업이 ‘A-C-G’ 패러다임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미 성공적으로 웹툰 비즈니스를 안착시킨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째로 중국에 이식하려 하고 있음

Ÿ 지금 중국은 한국의 웹툰을 따라하며 시장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인데, 2017년 4월 콰
이칸이 미리보기 방식의 유료모델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 사례임

○ 한국 웹툰 시스템 이식의 핵심은 ‘유료화’인데, 유료 정책의 전면 도입에 따른 반발을 무

마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퀄리티 있는 한국 웹툰의 수입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음

Ÿ 웹툰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중국 웹툰플랫폼 사업자들은 올해를 웹툰 유료화 원년으로 
선언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고, 온라인 불법만화에 대해서도 느슨한 입장이다가 유료화 
도입과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음



35

Ÿ 한편 전면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다가 유료 정책을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자국 
웹툰 중 유료화 작품을 선별하는 대신 한국과 일본의 작품으로 유료화를 시작하는 전략을 
초기에 한시적으로 구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한국 작품들이 수혜를 얻고 있음

4) 한국 웹툰에 대한 학습 요구

○ 중국의 만화 창작계 역량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한국 웹툰에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 의지가 한국 웹툰 수입의 배경이 되고 있음

2.3. 위험 요인

1) 과도한 2차 판권 요구

○ 중국 웹툰 플랫폼들이 판위러 전략에 의해 웹툰 수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는 것은 한국 

웹툰 수출에 긍정적이나, 판위러 전략의 속성상 2차 판권에 대한 요구사항이 크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Ÿ 국내 웹툰 플랫폼들도 원고료를 지급하고 연재를 할 때는 2차 판권에 일정한 권한을 요구
하며, 2차 사업권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작가들과 마찰이 발생하기도 함

Ÿ 따라서 중국의 2차 판권 요구 자체가 무리한 것은 아니나, 중국이 요구하는 2차 권한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수익배분도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5:5로 명시하기 등 명백한 위험 요소가 있음

Ÿ 중국 측의 요구조건은 중국 내 관행인 면도 있지만, ‘연재’ 계약이 아니면 좋은 한국 웹
툰을 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기며 MG를 지급하게 되면서, 그 반대급부로 2차 판권에 
대해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측면도 있음

Ÿ 원고료를 주지도 않으면서 2차 판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웹툰을 무료
로 서비스하고 2차 판권 판매에서 결과를 내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한국업체의 면밀한 판단이 필요함

2) 낮아지는 수출 대가

○ 중국 측의 수입 의지가 높아 한국 웹툰 수출이 중국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으나, 이는 수

급관계를 변화시켜, 이제 수출되는 한국 웹툰의 가치가 낮아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Ÿ 중국 측 역시 한국 웹툰을 적극적으로 수급하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으나 대신 조건을 변경하고 
있는데, 우선 원고료를 낮추고 있으며 초기에 비하면 원고료는 현재 65%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임

Ÿ 또한 수익배분 지급 시점도 중국 플랫폼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월 단위 
지급해 오던 데에서 분기별 지급으로 변경 제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함

Ÿ 이는 중국 플랫폼이 이미 충분히 한국 웹툰을 수입했다는 의미도 되는데, 콰이칸의 경우 현재 200
개 정도의 한국 작품을 수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수입해야 할 요구가 절박하지 않은 상태임

3) 유통 구조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

○ 중국 웹툰시장 팽창에 따라 플랫폼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반면 콰이칸과 텐센트동만

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웹툰 유통 구조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보다 정교한 유

통 전략 마련이 필요

Ÿ 중국 웹툰 플랫폼 순위 5위권인 ‘부카’는 최근 자회사로 새로운 리테일 회사를 만들었
으며, 국내 에이전시들에 작품을 공급해 주면 20개 웹툰 플랫폼에 동시에 뿌려 수익을 창
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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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플랫폼 비독점 유포 사업모델이 가능한 것은 중국에 순식간에 유료 플랫폼이 급증했고, 이
들 플랫폼의 작품 수급이 필요하기 때문

Ÿ 중국 내 플랫폼 간 경쟁에 따라 업계 순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업체들은 상황 변화
를 예의 주시하며 플랫폼 비독점 공급의 손익에 대해 면밀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음

4) 한국계 웹툰 플랫폼의 부재

○ 웹툰의 이용 미디어는 결국 플랫폼이며, 따라서 플랫폼의 의지에 따라 한국 웹툰 수입의 폭이 결

정되는 면이 있는데, 중국 내 한국계 웹툰 플랫폼이 없다는 점은 중국 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소임

Ÿ 중국에 한국계 웹툰 플랫폼이 없는 것은 중국 내 외국법인의 설립 요건이 엄격한데다, 사업 
수익을 한국으로 이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중국 진출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2.4. 주요 시사점

1) 전략 이전에 시장

○ 한국 웹툰의 중국 수출이 중국 측의 요구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전략을 통해 시장을 

창출해 낼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시장의 크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8)

Ÿ 수출용이성 관점에서 제일 좋은 것은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의 웹툰을 먼저 발견해 주고 수
입하려는 의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인데, 중국의 경우가 바로 그러함

2) 필요조건으로서 대형 웹툰 플랫폼

○ 중국 웹툰 시장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자금력

과 투자 의지를 가진 IT 대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이루어졌기 때문

Ÿ 중국시장의 사례는 웹툰 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킬러 콘텐츠도 필요하지만, ‘킬러 플
랫폼’과 ‘시장개척 선구자’가 필요함을 보여 줌

3) 지속가능한 중국 수출 경쟁력 확보 필요

○ 중국 웹툰 수입 수요가 높지만, 점차 계약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수출 성과가 계속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재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Ÿ <이미테이션> 사례에서 보듯, 현재 중국에서 한국 웹툰이 필요해 계약상 양보하는 것이 많지만, 
이는 잠정적으로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것일 뿐 상황에 따라 언제든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음

Ÿ 그러나 계약 조건 악화보다 근본적으로 우려해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한국 웹툰에 대한 
수요 자체가 소멸하는 것인데, 이는 중국 웹툰 창작업계의 발전 속도에 따라 좌우될 것임

Ÿ 결국 현재의 대중국 웹툰 수출 성과를 유지하는 것은 작품의 경쟁력일 것이며, 중국 웹툰이 따
라오기 어려운 스토리 전개 능력과 화면 연출력 등을 보다 고도화하고 세련화해야 가능할 것임

4) 한-중 웹툰 시장의 통합 가능성

○ 중국 측의 웹툰 공동제작 수요가 높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거대한 웹툰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장기적인 대중국 수출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은 한-중 웹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임

Ÿ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중국 수출 성과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 본다면, 중국 시장을 
한국 시장과 보다 긴밀히 연계하여 쉽게 차단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측

8) 이재식 씨엔씨레볼루션 대표, ‘웹툰의 세계화 – 웹툰 산업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방안’,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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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중국 측의 공동 제작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공동 제작 파트너는 중국 대형 플랫폼이 보다 적합한데, IP를 활용한 2차 비즈니스까지 자

연스럽게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미 중국 대형 플랫폼의 한국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

Ÿ 공동제작을 한다면 중국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공감을 얻고 있는 중국 작품들의 분석, 
중국 영상시장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장르에 대한 분석 등 기획단계부터 제작까지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는 웹툰 플랫폼임

Ÿ 또한 웹툰 수출시 IP 비즈니스까지 염두에 둔다면 중국 내에서 인기를 얻어야 하는데, 이
는 현실적으로 중국의 대형 플랫폼에서 밀어주는 작품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플랫폼에
게 이러한 동기 부여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공동제작을 통해 저작권의 일부를 
갖도록 하는 것임

3. 미국 시장 사례 분석 

3.1. 분석 대상

○ 미국 시장, 범위를 언어권으로 넓혀 영어권 시장에 대한 사례분석은 국내 유명 웹툰을 영문

화하여 제공하는 ‘태피툰(TappyToon)’을 대상으로 하였음

Ÿ 태피툰은 콘텐츠퍼스트가 운영하는 영문 웹툰 플랫폼으로 북미의 독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한 로맨스 장르 웹툰을 중심으로 2016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Ÿ 2013년부터 Batoto, Mangafox 등 해외 사이트에서 한국 웹툰들이 인기순위 상위권을 점
유할 정도로 웹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플랫폼 부재로 불법 번역이 성행하는 등 문
제를 겪었는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웹툰 플랫폼 태피툰 서비스를 기획하였음

Ÿ 콘텐츠퍼스트는 2015년에 모션 코믹스라는 디지털 만화로 미국 만화 시장에 도전한 경험
이 있으며, 이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독자층과 장르에 대한 타게팅을 
재설정하여 태피툰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Ÿ 카카오페이지, 다음웹툰, 봄툰, 레진코믹스, 코미코, 코믹솔로지 등에서 인기를 얻은 타이
틀을 중심으로 초기 라인업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40여 작품을 제공하고 있음

3.2. 사업 현황 

○ 태피툰은 북미지역 대상 웹툰 서비스 중에는 가장 후발주자이나 처음부터 유료화 수익모델

로 시작하여, 초단기간 내에 BEP를 넘어서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Ÿ 이미 네이버 라인웹툰을 비롯해 다수 한국 플랫폼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을 
선택한 이유는, 웹툰 시장만 놓고 보면 중국이나 일본 시장이 더 크지만, 리메이크나 영화
화, 트랜스 미디어로 넘어가면 미국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함

Ÿ 태피툰 측에 따르면, 현재 3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유료 전환율은 7%, 재구
매율은 62%임. 특히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태피툰을 이용하는 독자의 경우 유료전환율은 
10% 이상이라고 함

Ÿ 가장 먼저 북미지역 서비스를 시작한 타파스 미디어와 비교해 보면, 태피툰의 월 방문자 
수는 타파스의 절반 정도이지만 방문시 체류시간과 방문당 페이지 뷰 기록은 태피툰이 월
등히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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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4] 태피툰과 타파스 미디어 월간 트래픽 분석

자료: SimilarWeb

○ 태피툰의 주 고객은 10∼20대 여성층이며, 유료화 모델이기 때문에 주 고객층이 선호하는 

로맨스 장르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3. 성공 요인

1) 확실한 장르 타게팅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

○ 미국은 전세계 2위의 만화시장이고, IP 비즈니스가 활성화 되어 있어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

키는 시장이나, 수퍼히어로물 출판만화의 전통이 강해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음

Ÿ 미국은 출판만화가 만화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화시장의 70%는 마블과 
DC코믹스의 수퍼히어로물이, 나머지 30%는 일본 망가가 차지하고 있음

Ÿ 일본 망가 중에서도 인기있는 것은 나루토, 원피스, 원펀치맨 등 소년액션 히어로물로서 
미국 전통의 히어로물 선호 문화와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음

○ 콘텐츠퍼스트 역시 2015년에 미국 시장에 도전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이때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확실한 장르 타게팅 기반 위에 기획한 것이 태피툰 서비스임

Ÿ 콘텐츠퍼스트는 2015년에 ‘모션 코믹스’ 장르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DC코믹스와 
마블의 히어로 만화는 모바일 화면으로 보여주기 빡빡하니, 히어로 그래픽 노블을 한국형
으로 그려 제공하려 하였음

Ÿ 이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당초 타게팅 했던 DC와 마블의 독자들은 책으로 읽는 것을 
선호하지, 모바일로 게다가 김치웨스턴 같은 동양의 히어로물을 보는 데는 관심이 없었음

Ÿ 그러나 모션 코믹스의 실패에서 얻은 경험도 있어서, 당시 히어로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
르도 같이 했었는데, Sci-fi, 판타지, 액션 등 인기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작품들은 인기가 
없던 반면 그나마 반응이 조금 있었던 것이 로맨스물이었음

Ÿ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웹툰은 한류나 로맨스를 좋아하는 여성들의 니치 마켓
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태피툰은 70% 이상을 로맨스물로 라인업을 구성해 사
업을 기획하였음

2) 여성 고객 타게팅

○ 로맨스 장르를 타게팅 한 것은 독자층을 주로 여성으로 본 것인데, 이는 모션 코믹스의 운

영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 만화 커뮤니티에서 미국 만화에 대해 제기

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음

Ÿ DC와 마블의 코믹스는 남성 캐릭터 중심이어서 여성 캐릭터가 부재하며, 설령 있다 하더
라도 여성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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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본 망가가 그림체와 소재가 다양함에 비해, DC와 마블의 만화는 자기반복적이어서 다양
성이 매우 부족한 것도 문제로 보고 있음

Ÿ 태피툰은 이런 문제 제기 속에 독자들의 니즈가 있다고 보고, 다양성을 추구하며 망가의 
그림체에 익숙한 여성 독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하였음

○ 모바일 공간에서 새롭게 표출되고 있는 스낵컬처에 대한 수요도 웹툰의 주요 독자를 젊은 

여성층으로 타게팅 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

Ÿ 최근 수년 동안 앱스토어의 도서(Book) 카테고리에서 톱5를 석권하고 있는 앱들은 ‘챗 픽션(chat 
fiction)’앱들로, 이는 문자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형식을 빌려 전개하는 새로운 포맷의 소설임

[그림 Ⅱ-6-5] 미국 젊은 여성층의 인기를 얻고 있는 Chat Fiction 앱 ‘Yarn’

자료: Yarn

Ÿ 태피툰은 스낵컬처가 수년 동안 지속되고 실제로 스낵컬처 특성을 잘 살린 콘텐츠들이 막
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젊은 여성이 로맨스 웹툰을 가볍게 즐기는 것을 태피툰
의 사업 이미지너리로 설정하였음

Ÿ 장르 전략과 고객 타게팅은 성과를 거두어 미국 주류 만화 속에서는 충족되지 못했던, BL과 동
인지를 좋아하는 여성들, 소프트 BL을 찾는 여성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성공을 거두게 되었음

○ 태피툰은 처음부터 명확히 유료화를 지향했는데, 로맨스 장르와 젊은 여성층이라는 명확한 

상품과 고객 타게팅은 이용자들의 유료전환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하였음

Ÿ 로맨스물과 여성 고객 중심의 운영은 유료화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음

Ÿ 남성 독자들은 제대로 된 DC와 마블 풍의 히어로물을 원하기 때문에, 남성 독자들을 위해 
<신의탑>이나 <프리스트> 같이 인기작의 후속 작품을 들여오기도 했으나, 남성들은 유료
화에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함

3) 팬심 커뮤니티와 우호적 커뮤니케이션

○ 예전부터 불법 번역 이슈가 있었지만 불법 번역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팬심에 의한 것이라 판

단했고, 자발적 팬덤을 서비스 성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였음

Ÿ 태피툰은 이미 불법 번역이 된 작품은 공급하지 않고 있으며, 팬덤 커뮤니티나 오토마타
(Automata) 같은 무료 온라인 만화 사이트에 그 다음 에피소드나 시즌부터 정식 번역이 
될 것임을 미리 고지하여 협조를 이끌어 내고 있음

Ÿ 작가들에게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사이 불법 번
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신속한 판단을 해줄 것을 조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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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6] 미국의 무료 온라인 망가 사이트 오토마타

4) 언어권으로 접근

○ 태피툰이 북미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근거는 불법번역 만화 사이트의 유일한 언

어가 영어였기 때문이며, 미국이라는 지역이 아닌 영어라는 언어권 서비스로 태피툰을 기획하였음

Ÿ 미국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전세계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태피툰은 작품 연재 계약을 할 때 지역(국가) 단위로 하자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영어’로 서비스 하는 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음

5) 현지화 된 번안

○ 태피툰은 현지 미국인 2명과 양국 언어가 가능한 재미교포 2명으로 구성된 자체 번역팀을 두고 

번역을 전담하고 있으며, 유료화 작품에 걸맞은 현지화 된 번역과 번안을 제공하고 있음

Ÿ 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영어로 옮기는 것은 번역에서 가장 쉽게 하는 오류 중 
하나인데, 외부 번역을 맡기면 ‘곱창집’을 그대로 ‘Intestines(창자)’로 번역해 오는데, 
이는 로맨스물을 주로 읽는 태피툰 미국 여성 독자들에게는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그림 Ⅱ-6-7] 현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직역을 한 예

6) 망가 리터러시

○ 독자들 대부분은 웹툰을 일본 망가로 인식하고 있는데, 망가를 통해 그림풍과 스토리 전개, 

문법을 읽힌 독자들이 웹툰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음

Ÿ 초기 독자들은 일본 망가인줄 알고 오는 경우도 많은데, 소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망가인지 
웹툰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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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요 시사점 

1) 타게팅의 중요성, 향후 확장성은 과제

○ 태피툰은 이전 미국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장르와 고객 타게팅의 범위를 명확히 해 높은 고

객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유료 모델을 정착시켰음

Ÿ 미국 서비스 초기에는 독자들이 웹 코믹에 돈을 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사업의 
큰 장해요인이었는데, 만화는 소장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했고, 웹 코믹은 아마추어들
이 올리고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지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

○ 로맨스물을 선호하는 젊은 여성층 고객의 타게팅이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냈으나, 향후 장

르와 고객층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음

2) 장르에 우선하는 작품성

○ 장르에 대한 정확한 타게팅은 필요하나, 그것에 우선하는 것은 사람의 눈길을 끄는 작화와 

스토리, 곧 작품성 자체임

Ÿ <허니블러드>의 경우, 무속과 왕따 등 미국인이 싫어한다는 소재를 다루고 있으나 단점을 
넘어서는 작품성으로 큰 인기를 모았음

Ÿ 이는 장르가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는 하나, 작품이 좋다면 생소함이나 익숙지 않음도 다양
성이나 신선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Ÿ 웹툰은 스낵컬처와 연계성이 있고, 독자들이 짧고 빠르게 소비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순
간적으로 아이캐칭을 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소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웹툰 
해외 수출 작품의 선정에 있어 이미지, 작화의 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스낵컬처와 SNS 활용 마케팅 필요

○ 웹툰이 젊은 여성층의 스낵컬처 문화 내에서 소비되는 콘텐츠라면, SNS가 최적의 마케팅 채널

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바이럴 마케팅에 용이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제작될 필요도 있음

4) 신속한 퍼블리싱을 위한 작가와 플랫폼의 협업 필요

○ 팬덤에 의한 자발적 번역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번역과 퍼블리싱은 

웹툰 수출의 주요 관건이나, 이를 위해서는 작가와 플랫폼 사이의 신뢰와 협업이 필요함

4. 프랑스 시장 사례 분석 

4.1. 분석 대상

○ 프랑스 시장, 범위를 언어권으로 넓혀 프랑스어권 시장에 대한 사례분석은 유럽 내 최초의 웹툰 

플랫폼인 ‘델리툰(DeliToon)’과 델리툰에 투자를 한 ‘키다리ENT’를 대상으로 하였음

○ 델리툰은 2011년 카스테르망의 편집자로 망가와 만화 등의 수입 출판경험이 있던 ‘디디

에 보르그’가 시작한 웹툰 서비스 브랜드임

Ÿ 회사의 명칭은 WSUMU SAS로, 웹툰(W)과 원소스멀티유스(OSMU)를 합친 것임

Ÿ 300여명 이상 존재하고 있는 프랑스의 블로그 만화가들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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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한국 웹툰으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음

Ÿ WOSMU의 자본금은 100만 유로이며, 2016년 1월 한국의 키다리ENT가 지분 30%를 인
수하며 대주주가 되었음

Ÿ 2016년 1월부터 유료 플랫폼으로 전환하였으며, 델리툰은 한국의 웹툰 유료 모델을 그대
로 따르고 있으며, ‘기다리면 무료’와 함께 코인 충전 방식이 운영되고 있음

4.2. 사업 현황 

○ 거의 모든 작품을 한국 웹툰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여성 독자층이 중심이고, 로맨스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Ÿ 2017년 10월말 현재 약 30여 개 웹툰 작품이 델리툰에서 연재되고 있는데, 현지 작가 이
브 발락의 ‘라스트 맨’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한국 작가의 웹툰임

Ÿ 독자 구성을 보면 여성 독자들의 비중이 60%로 높은 편이며, 여성 고객을 다시 연령과 지
역별로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18∼24세 여성의 비중이 90%를 넘음

Ÿ 가장 선호도고 높은 작품은 로맨스 장르인 <허니블러드>와 <이미테이션> 등이며, 특히 <허니
블러드>의 인기가 독보적이어서 SimilarWeb의 트래픽 분석에 의하면 검색을 통해 델리툰 사이
트로 들어오는 독자의 31%는 델리툰이 아닌 ‘허니블러드’를 검색하여 들어오고 있음

Ÿ 성애 웹툰도 시도해봤으나 성과가 없었고, 소년 액션 등 남성향 콘텐츠도 반응이 로맨스물
만큼 높지는 않았으며, <통>이나 <독고>의 경우 인기는 높았으나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알려진 작품이어서 유료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음

Ÿ 고객 접속지역을 보면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캐나다, 벨기에, 아르헨티나, 미국에서도 접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어권 웹툰 플랫폼으로서 가능성의 맹아를 보여주고 있음

Ÿ 델리툰측에 따르면 현재 이용자 수는 16만 명이며, 유료 전환율은 11%이고, 유료화에 거부감
이 별로 없어 ARPU(사용자당 평균 매출, Average Revenue Per User)는 약 9 유로임

[그림 Ⅱ-6-8] 델리툰 이용자 규모 및 접속 국가 현황

자료: SimilarWeb

○ 델리툰에 연재되고 있는 이브 발락의 웹툰 ‘라스트맨’은 원작을 활용한 2차 저작물 활용 

사업으로까지 이어져 프랑스 내 만화 작가들이 웹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었음

Ÿ 웹툰 라스트맨은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언어로 코믹북 형태로 출간되었으며, ‘라스트 파
이트’라는 비디오 게임으로도 제작되어 스팀 서버를 통해 판매되고 있음

Ÿ 또한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고 OST도 작곡되었는데, 애니메이션 라스트맨은 2016년 
7월 프랑스4 TV에 방영되어 밤 11시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Ÿ 애니메이션 라스트맨은 웹툰 내용과는 달리 조연 캐릭터의 프리퀄로 연출되어, 트랜스미디
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도 보여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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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SNS를 통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류에 

익숙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도 주력하고 있음

4.3. 성공 및 제약 요인 

1) 망가 리터러시의 존재와 디지털 망가의 부재

○ 프랑스 만화시장에서 일본 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특히 10∼20대의 망가 리터러

시가 높고, 이들이 한국 웹툰의 1차 소비층이 되고 있음

Ÿ 그래픽 노블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웹툰의 작화는 생소하지만 망가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웹툰
이 망가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망가 리터러시가 웹툰 수출의 마중물이 되고 있음

○ 프랑스 내 망가 리터러시는 존재하나, 망가의 디지털 전환은 더딘 편인데, 이 공백을 웹툰이 

차지하며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음

Ÿ 일본 출판사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디지털화에도 큰 관심이 없으며, 프
랑스의 망가 전문 출판사들 역시 출판이 목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더딘 편

Ÿ 가독성 있는 디지털 망가와 디지털 BD가 부족한 상황에서 웹툰은 망가 리터러시가 있는 
독자들에게 디지털 망가로 수용될 수 있었음

2) 현지 작가의 성공사례 창출

○ <라스트맨>은 유일한 프랑스 작가 작품이지만, 웹툰으로서 인기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성공사례까지 이어져 프랑스 내에서 웹툰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음 

3) 완성도 높은 번역

○ 델리툰은 자체 번역 인력과 외부 한국만화 번역 웹툰 전문가 풀을 활용해 완성도 높은 번역

을 제공하고 있음

Ÿ 델리툰의 디디에 보르그 대표는 카스테르망 편집자 시절 라이브러리에 한국 만화관, 나아
가 한국 작가관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으며, 당시 대원, 학산의 만화를 번역했던 전문가 풀
들을 통해 웹툰을 번역하거나, 이들 중 일부를 내부 번역팀으로 흡수하였음

4) 대형 웹툰 플랫폼의 부재

○ 프랑스의 불법만화 사이트들 이용자 기반을 보면 디지털 만화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 아직까

지 대형 플랫폼이 등장하지 않아 웹툰을 포함한 디지털 만화에 독자들의 접근 기회가 부족함

Ÿ 프랑스에서 디지털 만화 비중은 5% 미만, 심지어 1% 미만으로 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만화를 책으로 구매해서 소장하는 문화의 영향도 있으나, 디지털 만화 드라이브가 부족한 
측면도 있음

4.4. 주요 시사점 

1) 대형 웹툰 플랫폼의 필요성

○ 델리툰이 선도적으로 프랑스 시장에 웹툰을 도입했지만, 영향력은 아직 미미한데, 이는 웹툰의 인

지도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형 웹툰 플랫폼의 등장과 강력한 마케팅이 필요함을 시사

Ÿ 대형 IT 기업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웹툰 생태계를 형성해 나간 일본과 중국에 비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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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에서는 디지털 만화 사업에 대형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 조성에 한
계가 있음

2) 현지 플랫폼과 공동 마케팅 필요

○ 현지 대형 플랫폼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델리툰처럼 기왕에 존재하는 현지 플

랫폼과 웹툰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Ÿ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웹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 판단한다면, 지금부터 현지 플랫폼
들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해 놓는 것은 한국 웹툰 수출의 장기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일임

3) 망가 커뮤니티 적극 공략 필요

○ 현상적으로 망가 리터러시를 가진 독자층에서 웹툰 독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만화업계

에 대한 웹툰 홍보보다는 망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웹툰 홍보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

Ÿ 델리툰의 경우 파리에서 개최되는 대표적 망가 팬덤 이벤트인 ‘재팬 엑스포’에 참여해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음

4) 현지 작가 양성 지원 필요

○ 델리툰 내의 유일한 현지 작가 작품인 <라스트맨>의 성공 사례는 결국 현지 작가들의 참여가 웹툰 시

장의 형성에 중요함을 보여주며, 현지 작가 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Ÿ 키다리ENT도 현지 작가 소싱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 2017년 12월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델리툰이 공동으로 프랑스 작가를 부산에 초청해 3개월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Ÿ 한국의 웹툰 제작 시스템은 물론 웹툰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 웹툰 창
작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임

5) 만화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웹툰

○ 델리툰측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으며,  월간 ARPU(사용자

당 평균 매출, Average Revenue Per User)는 약 9유로(한화 1만 2천 원) 수준임

Ÿ ARPU 실적은 주목할 만한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108유로가 되며, 이는 프랑스에서 만화책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연간 평균 구매금액인 59유로의 약 1.8배에 해당하기 때문

Ÿ 델리툰의 ARPU는 웹툰이 기존 출판만화와는 다른 시장을 창출하며 전체 만화시장을 확대할 
것이라는 웹툰 업계의 주장을 수치로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5. 인도네시아 시장 사례 분석 

5.1. 분석 대상

○ 2017년 5월 인도네시아 최대 메시징 플랫폼인 블랙베리메신저(BBM)에 웹툰 콘텐츠를 독

점 공급하고 있는 네오바자르(Neobazar)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Ÿ 네오바자르는 넷마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출신 인력과 인도네시아에 현지 거주하며 게임과 통
신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 등이 설립한 기업으로 ‘새로운 시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Ÿ 네오바자르는 인도네시아에 국내 게임 및 웹툰을 퍼블리싱하고 있는데, 카카오게임즈 등이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웹툰 퍼블리셔인 코미카 엔터테인먼트와 공
동으로 일부 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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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네오바자르 앱은 5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국내 카카오페이
지의 사업모델을 벤치마크하여 인도네시아의 모바일 메신저와 웹툰 플랫폼을 결합하는 사
업모델을 구상하였음

Ÿ 인도네시아의 메시징 플랫폼은 왓츠앱(What's App)과 블랙베리메신저(BBM)가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데, 두 메신저 모두 6천만 명 내외의 이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5.2. 사업 현황 

○ 현재 한국 웹툰과 인도네시아 작가의 웹툰을 포함해 200여 개 작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

료 콘텐츠 모델로 운영하고 있음

Ÿ 네오바자르 측에 따르면, 2017년 6월에 BBM 플랫폼에 런칭된 ‘Webcomics for BBM'
의 누적 가입자 수는 2017년 10월말 현재 350만 명 이상임

[그림 Ⅱ-6-9] 블랙베리 메신저에서 서비스되는 ‘Webcomics for BBM'

Ÿ 약 3개월여에 걸친 무료 서비스를 거쳐 9월부터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한국 웹툰 플
랫폼과 동일하게 일부 무료보기 후 결제, 기다리면 무료 모델을 적용하고 있음

Ÿ 인도네시아의 유료화 수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나, 온라인 게임 비즈니스의 
경험에서 보면 좋은 콘텐츠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
다는 판단 하에 유료화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함

Ÿ 라인웹툰이 무료 모델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네오바자르가 먼저 유료화를 추진한 것이며, 
2017년 10월 인도네시아 버전을 오픈한 일본 코미코도 유료화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현재 국내 작품의 비중은 65%, 인도네시아 작품의 비중은 35%이나, 점차 인도네시아 작가

의 작품을 늘려나가며 웹툰 현지화 연착륙을 계획하고 있음

Ÿ 인도네시아에서 만화 작가는 수입은 낮아 직업적 전망이 약하며 일부 작가들을 제외하면 
작품 퀄리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이는 인도네시아 
만화 시장에서 망가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Ÿ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네시아 신인 작가들이 출판 경로를 찾는 것이 지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과 같은 뉴미디어를 활용해 작품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음

Ÿ 다른 한편으로 신인 작가들은 라인웹툰과 코미카 등 한국 웹툰 플랫폼의 신진작가 등용문
인 ‘챌린지’를 통해 웹툰 작가로 데뷔하는 길을 택하였음

Ÿ 네오바자르 역시 웹툰 작가로서 가능성 있는 인도네시아 신인 작가들이 있다고 보고 현지 작가 소싱 전
담팀을 두어 꾸준한 미팅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50여 명의 현지 작가와 확보하였음

○ 아직 선호 장르를 분석할 만한 시장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서비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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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로맨스 장르가 주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Ÿ 인도네시아 출판만화 시장의 주요 타깃은 10∼20대 여성이며, 이는 장르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로맨스 장르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웹툰
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서비스 유입은 SNS를 통해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네오바자르의 경우 페이스북

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BBM 자체 마케팅과 함께 페이스북 마케팅을 실행하고 있음

Ÿ 저사양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최근 1∼2년 사이에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인들은 유행에 민감한 측면이 있어 한 때는 온라인 게임을 즐겨 했으
나,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사용을 주로 하고 있고, 1인당 SNS 이
용 시간은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5.3. 성공 및 제약 요인 

1) 현지 플랫폼을 통한 웹툰 퍼블리싱

○ 인도네시아인들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 중 하나인 BBM 메시징 플랫폼의 전폭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이용자 유입 효과

Ÿ 네오바자르의 웹툰 비즈니스에 블랙베리가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로 유입되는 검색 키워드
가 webcomics bbm(45.51%), bbm webcomic(18.16%), bbm web comics(18.16%)
인데서 보듯, BBM이 검색어에 포함되어 있는 데서 유추할 수 있음

2) 우수 번역 인력 확보

○ 유료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가치 획득을 위해 편집과 번역을 가장 중

요한 요소로 보고, 자체 현지 번역전담팀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

Ÿ 네오바자르는 현지인 12명으로 번역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인력 채용, 사전교육, 
실무교육을 원칙으로 편집 및 번역에 대한 다중 검수 절차를 두고 있음

5.4. 주요 시사점 

1) 웹툰 확산에 있어 망가 리터러시의 중요성

○ 인도네시아 시장에 한국 웹툰이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배경으로는 한국 학습만화 진출과 함께 일본 망

가가 만화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꼽히는데, 망가 리터러시는 웹툰 확산에 긍정적 요소임

Ÿ 망가 리터러시가 높은 인도네시아 독자들은 한국 웹툰의 장점으로 독특한 서사와 예상을 
뛰어넘는 이야기 전개, 코믹한 요소, 그림체의 생동감을 주로 꼽고 있으며, 망가는 장르의 
다양성과 세련된 스타일을 지니고 있어서 소장 가치가 높은 점을 장점으로 주로 꼽음

Ÿ 망가의 장점으로 꼽히는 요소들은, 인도네시아에 수출되는 한국 웹툰들이 보완해야 할 과
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장기 웹툰시장으로서 동남아 시장의 가치

○ 망가 리터러시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인구 구조가 젊은 인구층 중심이라는 점은 웹툰 시장

이 본격 형성되고 나면 장기적인 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을 의미함

Ÿ 망가의 독자들이 주로 10∼20대인 점, 그리고 웹툰이 10∼20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
는 스낵컬처 맥락 속에서 알려지고 소비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인도네시아 웹툰 시장의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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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Ÿ 어린 나이에 웹툰 문화로 포섭하면 장기적인 고객생애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인도
네시아 시장의 특성이며, 이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체로 공통된 특성임

3) 현지 생산자 기반 구축의 중요성

○ 인도네시아 작가의 웹툰 작품 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더 높다는 것은 웹툰 시

장이 본격 형성되려면 결국 높은 수준의 작품을 생산할 현지 작가의 양성이 필요함을 보여 줌

6. 시사점 종합 

6.1. 출판만화와 차별화되는 웹툰의 가치 

1) 출판만화와 웹툰의 상이한 미디어 특성

○ 웹툰은 만화의 한 유형임에 분명하지만, ‘디지털-네이티브’와 ‘모바일-네이티브’의 

속성은 출판만화와 구별되는 웹툰의 ‘생산-유통-소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미디어로 조망할 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음

Ÿ 출판만화가 책 읽기 문화의 범주에서 수용되고 있는 반면, 웹툰은 스낵컬처 소비문화의 범
주에서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만화이면서도 상이한 미디어적 특성을 띠고 있음

Ÿ 이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포맷의 만화가 필요함을 방증하며, 웹툰은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출판만화와 웹툰은 서로 상이한 미디어이기 때문에, 출판만화의 전통은 웹툰의 시장 형성에 부

정적 요소가 될 수도 있으나, 출판만화와 별개의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Ÿ 프랑스 사례는 출판만화와 경쟁하지 않고 공존하는 웹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
체 만화산업 관점에서 보면 기존 출판만화 독자 이외 새로운 만화 독자들이 부가되는 것이
므로 전체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함

2) 만화 IP 비즈니스의 활성화 기대

○ 만화는 이전부터 스토리의 원천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웹툰 시대로 접어들며 영화, 

게임, 캐릭터 등 처음부터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IP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더 큰 자본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음

Ÿ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웹툰은 이제 IP 비즈니스 관점에서 처음부터 ‘영화-게임-캐릭터’ 등 타 산업
과의 연관성 하에서 적극적으로 조망되며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

Ÿ 더욱이 IP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주체가 대규모 자금력을 갖춘 IT 기업들이며 웹툰 산업으
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만화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편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만화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함

6.2. 웹툰 시장의 저변이 되는 망가 영향력

1) 망가와 웹툰 리터러시

○ 웹툰이 전세계 권역별 만화 유형 중 망가와 친화성이 있다는 점은 웹툰의 초기 시장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망가의 인기가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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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본 애니메이션이 망가의 수출을 촉진했듯, 망가는 웹툰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셈인데, 망가의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감안할 때, 웹툰 수출에 있어 현지의 망가 
문화와 코믹콘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웹툰 작가 전환을 촉진시키는 망가 영향력

○ 망가의 높은 영향력은 현지 만화업계의 생산자들에게는 창작 활동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요

인인데, 망가에 의해 내몰린 현지 창작자들은 웹툰을 새로운 만화 창작 활동의 대안 공간으

로 적극 고려하고 있음

Ÿ 망가 영향력이 높다는 점은 현지 작가들 역시 어느 정도 망가 화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데, 망가와 웹툰의 유사성은 이들이 활동무대를 웹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6.3. 대형 사업자의 시장 주도 필요

1) 플랫폼 구축 초기 투자 필요

○ 웹툰 플랫폼은 웹툰 창작자 육성과 웹툰 마케팅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비용이 소요

되는 일로 플랫폼 구축에 투자 여력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플레이어의 웹툰 사업 참여가 필요함

Ÿ 일본, 중국 등 웹툰 시장이 본격 형성된 국가와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시장 형성기 국가의 결정
적 차이점은 대형 웹툰 비즈니스 플레이어의 존재 유무임

2) 웹툰의 IP 비즈니스 생태계 편입 필요

○ 대형 플레이어가 웹툰 비즈니스에 진입하게 하려면 웹툰 비즈니스의 시장 가치가 매력적이

어야 하는데, 이는 웹툰 플랫폼이 IP 비즈니스 생태계의 일환으로 조망될 때 가능함

Ÿ 웹툰 비즈니스에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려면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둔 투자 회
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웹툰은 출판만화와 상이한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수익모델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다양한 IP 비즈니스 전개가 그 답이 될 수 있음

6.4. 새로운 독자, 새로운 접근 경로

1) 웹툰 초기 시장을 이끄는 여성 독자

○ 현재 웹툰 시장의 주요 독자층은 10∼20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출판만화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만화산업의 여성 독자에 대한 재발견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함

Ÿ 여성의 부상은 출판만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동안 만화의 주요 소비층이었던 
소년과 청년층이 스마트폰 시대에 만화를 이탈한 반면 여성 독자는 새롭게 만화로 유입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 만화 작가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Ÿ 여성 독자 비중의 증가는 만화 산업의 외연 확대 관점에서 긍정적 요인이나, 단 웹툰 초기 
시장에서 보이는 여성 중심-로맨스물 중심의 소비 패턴은 타게팅의 성공이라는 긍정적 평
가와 함께 다양성의 확대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함께 제시하고 있음

2) 스낵컬처를 통한 웹툰 유입

○ 10∼20대 여성 독자 중심성은 웹툰 유입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독자층은 SNS

와 스낵컬처 문화에 친화성이 높고 이들 문화는 웹툰의 주요 유입 경로가 되고 있음

Ÿ 인도네시아 사례에서 보듯 웹툰의 마케팅 채널로서 SNS와 스낵컬처는 효과성이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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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에서 바이럴 마케팅이 가능한 형태로 웹툰의 마케팅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6.5. 번역의 중요성

○ 웹툰 시장이 점차 확대되어 갈수록 웹툰 수출에서 ‘번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데, 볼 만한 

현지 웹툰이 늘어날수록 ‘번역 된’ 한국 웹툰에 대한 수요는 비례해서 줄어들 것이기 때문

Ÿ 번역은 해외 수출의 성공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는 잘 된 번역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의미
가 아니라, 번역이 잘 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임

6.6. 한중일 웹툰 경쟁 시작, 웹툰 고도화 필요

1) 웹툰은 이미 수입 콘텐츠

○ 한국은 웹툰 종주국으로 현재 일본과 중국에 다수 수출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의 웹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전망이며, 향후 글로벌 웹툰 시장 주도권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Ÿ 국내에는 이미 일본과 중국의 웹툰이 소개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둔 작품들도 나오
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웹툰의 수출 전략은 장차 일본, 중국 웹툰과 글로벌 경쟁 
전략과 묶어서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웹툰 제작 고도화를 위한 기반 강화

○ 일본과 중국 등은 물론 현지에서 제작될 웹툰들과 경쟁을 하려면 결국 국내 웹툰의 작품

성이 높아져야 함

Ÿ 현지 작가가 현지인의 문화와 취향을 반영하여 창작한 수준 있는 웹툰은 기본적으로 한국
에서 수출된 웹툰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이 활성화될수록 한국 웹툰
은 더욱 고도화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됨

○ 한국 웹툰 작품의 고도화는 작가들의 노력만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며, 고도화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창작 환경의 구축과 창작 프로세스의 정립이라는 기본 토대가 갖춰져야 함

Ÿ 글로벌 메가 히트작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일본 만화업계의 경쟁력은 만화 창작을 위한 
출판사와 작가의 철저한 사전 기획과 취재, 치밀한 사업추진 계획에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음

Ÿ 이에 비해 한국 웹툰은 창작의 부담이 작가에게만 전적으로 부담 지워져 있고, 주간 연재
를 맞추기 위해 과다한 작업시간이 요구되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Ÿ 한국 웹툰의 퀄리티가 보다 고도화되고, 세계인의 보편적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글로벌 
히트 작품을 창작할 수 있으려면, 현재의 창작 환경과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Ÿ 이를 위해서는 창작 환경에 자본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창작자와 플랫폼, 자본 간의 역할
과 협업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에 대한 생태계 내의 합의가 필요하며, 장기간의 논
의를 거쳐 한국 만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방안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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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II 장 해외시장의 이해

1절 해외시장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1.1. 해외 웹툰시장 발전 전망과 웹툰 수출 전망

○ 해외시장 조사의 목적은 위한 조사 대상인 12개국의 웹툰 시장 현황과 발전 전망을 조사하

고, 한국 웹툰의 수출 현황과 향후 확대 가능성을 조사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

를 식별하는 것임

Ÿ 제Ⅱ장의 ‘웹툰수출 사례 분석’에서 확인하였듯 웹툰 시장의 형성은 기존 출판만화 시
장의 영향력, 망가의 영향력,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 대규모 자본의 투입 등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 하에서 전개되고 있음

Ÿ 따라서 현지 웹툰 시장 현황과 발전전망 및 웹툰 수출 전망에 대한 조사는 현지 만화산업
과 웹툰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밸류체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행되어야 함

1.2. 진출국 만화산업의 환경 분석

○ 만화산업의 환경 분석은 만화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 요소를 조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환경 분석 방법론인 PESTEL(정치/경제/사회/기술/환경/법제도) 분

석을 이용하여 시장 조사를 수행하였음

Ÿ 정치 환경(Political): 만화에 대한 인식, 제재, 금기 사항 등의 조사

Ÿ 경제 환경(Economic): 만화산업 시장규모, 출판만화 시장규모와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 
해외만화 수입 규모 등의 조사

Ÿ 사회문화 환경(Social & Cultural): 만화의 문화적 맥락, 만화 이용 환경의 변화, 만화산업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화와 트렌드, 만화 관련 페스티벌과 이벤트 등의 조사

Ÿ 기술 환경(Technological): 스마트 기기 보급도, 인터넷 보급도,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스
낵컬처 확산도, 미디어 믹스 및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등의 조사

Ÿ 법제도 환경(Legal): 만화산업 지원 제도, 창작 및 유통 지원 제도, 저작권 침해 대응에 관
한 법률 및 시행 현황 등의 조사

1.3. 진출국 만화산업의 밸류체인 분석

○ 만화산업의 밸류체인(Value Chain) 분석은 만화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축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만화의 밸류체인을 ‘생산(창작)-유통-소비’로 구분하

고, 각각의 현황과 최근 변화 동향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음

Ÿ (창작 밸류체인) 만화 생산자의 규모와 작업 유형, 작가의 활동 경로와 수익 모델, 수입 수
준, 디지털에 대한 수용도 등을 조사함

Ÿ (유통 밸류체인) 출판만화의 주요 유통 경로와 수익모델 및 주요 만화출판사업자와 유통사
업자, 디지털 만화의 수익모델 및 주요 디지털 만화 플랫폼 사업자 조사

Ÿ (소비 밸류체인) 주요 만화 독자층의 특성, 만화 독자층의 변화, 선호 장르, 유료화에 대한 
수용도, 해외만화에 대한 수용도 등의 조사



53

2. 시장조사 항목

2.1. 해외시장 이해의 프레임워크

○ 해외 만화시장의 PESTEL 환경 분석과 밸류체인 분석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작업이나, 해

외시장 이해의 목적이 웹툰 수출 가능성 타진과 수출 확대 방안의 수립에 있다고 보면, 보

다 전략적인 시장 이해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Ÿ 따라서 본 과제는 각 분석 요소들마다 웹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이 상이하
기 때문에, 웹툰 시장 관점에서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각 요소들을 논리적 연관
관계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시장을 보다 전략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해외시장 조
사 항목을 구성하였음

○ 12개국 시장조사는 웹툰수출 사례분석의 시사점을 토대로, 시장 조사 항목들이 일관된 흐름 속에

서 서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게 해주는 프레임워크 하에서 수행되었음

Ÿ 시장이해의 프레임워크는 PESTEL 분석과 밸류체인 분석을 모두 포함하되, 시장 확대와 
수익성 확대를 위한 웹툰 수출의 관점에서 조사 항목들을 범주화하고 흐름을 배치하였음

Ÿ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의 뼈대는 ‘▲자국만화의 전통과 망가의 영향력이 만화산업의 현황
을 규정한다 ▲출판만화의 디지털 전략이 디지털 만화시장을 규정한다 ▲출판만화와 웹툰
은 다르며, 디지털 만화와 웹툰도 다르다 ▲디지털 확산 속도와 출판만화의 디지털 대응 
속도의 차이에서 웹툰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확대와 망가 문화의 
영향력 위에서 웹툰 시장 초기 수요가 형성된다 ▲망가의 영향력에 밀려난 현지 만화 작가
들이 웹툰 생산자로 유입될 수 있다 ▲IP비즈니스 관점에서 웹툰에 투자하는 대형 자본이 
존재할 때 웹툰 시장은 성장한다’는 것임

[그림 Ⅲ-1-1] 해외 만화시장 이해의 프레임워크

Ÿ 이상의 스토리라인을 기조로 시장조사 항목을 ‘1)자국만화의 전통, 2)망가의 영향력, 3)
디지털라이프스타일, 4)출판만화 시장 현황, 5)디지털 만화 시장 현황, 6)웹툰시장 현황, 
7)한국 출판만화 진출현황, 8)한국 웹툰 진출현황, 9)만화 창작환경, 10)IP비즈니스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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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1)만화 팬덤 문화’의 11개로 구성하였음

2.2. 시장조사 세부항목

○ 해외시장 조사는 총 11개 항목, 51개 세부 항목에 대한 기술로 이루어지며, 조사 항목의 개

요와 조사 취지는 아래와 같음

1) 자국만화의 전통

○ ‘자국 만화의 전통’ 항목은 만화산업의 특성을 규정짓는 근원적 요인으로 전체 만화시장

의 크기를 가늠하는 지표이며, 다시 다음의 5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Ÿ ① 만화를 보는 시각: 만화를 보는 시각은 만화산업의 규모와 한 사회 내에서 만화산업의 
지위를 규정짓는 1차 요인이 됨

Ÿ ② 만화의 유형: 독자적인 만화 유형의 영향력이 큰 국가라면 외국의 만화 포맷이 수용되
는 데 시각적인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음

Ÿ ③ 만화의 독자: 독자층의 연령별, 성별 특성은 주로 소비되는 만화의 장르와 소재 및 주제
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

Ÿ ④ 선호 및 금기 장르: 한 사회의 문화적 전통이나 정치 체제 및 사회 환경에 따라 선호 장르와 
금기 장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는 수출 만화의 장르 선정에 있어 주요한 고려 기준이 됨

Ÿ ⑤ 타국 만화 수용도: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나 만화 문법에 대한 리터러시 보유는 타국 
만화의 수용에 배타적이지 않도록 만드는데, 이는 웹툰의 현지 시장 초기 진입의 용이성과 관련됨

2) 망가의 영향력

○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망가가 수입되고 있으며, 현지 만화시장의 중요한 일부로 기능하고 

있는데, ‘망가 영향력’ 조사는 웹툰의 초기 독자층 형성 및 웹툰 작가 풀 형성과 관련이 

있으며, 다시 다음의 3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Ÿ ① 망가 수입현황: 현지 만화시장 규모에서 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망가의 영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며, 비중의 크기는 망가 리터러시와 비례함

Ÿ ② 망가의 독자: 망가의 장르가 다양하기 때문에 망가를 주로 소비하는 독자층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여성 망가 독자층의 존재는 웹툰 초기 독자층 형성과 관련이 있음

Ÿ ③ 인기 장르 및 작품: 인기 망가 장르 및 작품은 소년 액션히어로물인 경우가 많지만, 망가 
독자층의 특성, 특히 여성 망가 독자층의 규모에 따라 선호 장르의 다르게 표출될 수 있음

3)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항목은 웹툰의 이용 환경을 구성하는 인터넷 보급, 스마트 기기의 보

급, 스낵컬처 확산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다시 다음의 4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Ÿ ① 모바일 인프라 보급현황: 웹툰의 주요 이용 미디어는 PC보다 스마트폰이며, 디지털 만화 
앱의 트래픽 분석 결과 약 90% 내외의 트래픽이 모바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Ÿ ② 모바일 인터넷 이용시간: 모바일 인프라의 보급은 기본적으로 이용시간의 확대를 가져오나, 
각 국의 문화적 전통이나 현 단계에서 이용 가능한 콘텐츠의 양과 질에 따라 편차를 보임

Ÿ ③ 스낵컬처 확산도: 웹툰은 스낵컬처의 맥락 속에서 발견되거나 이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웹툰의 주요 마케팅 채널 식별과 관련이 있음

Ÿ ④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동향: 웹툰 수출이 목표는 수익의 확대이며, 기본적으로 유료 판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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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유료 결제 경험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4) 출판만화 시장 현황

○ 전세계적으로 만화시장은 여전히 출판만화 중심이기 때문에 ‘출판만화 시장 현황’ 항목

은 각 국가의 만화시장 규모 및 만화시장 최근 동향 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다시 다음의 5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Ÿ ① 출판만화 최근 동향: 전세계적으로 출판만화 시장은 대체로 축소되고 있지만, 오히려 
성장하는 곳도 하는데, 차이를 발생시키는 최근 이슈나 배경이 무엇인지 분석함

Ÿ ② 출판만화 시장규모: 출판만화 시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독자 수와 만화의 평균판매
가격, 그리고 평균 구매권수 등임

Ÿ ③ 주요 만화출판사: 각국 만화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는 대형 만화출판사들이며 이들의 사업
전략, 디지털 만화에 대한 기본 전략이 만화시장의 발전 방향과 속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Ÿ ④ 주요 유통채널: 출판만화의 기본 사업모델은 잡지연재-단행본 출간이기 때문에 기본 
유통채널은 가판대와 서점인데, 유통망의 단단함이 출판만화 시장을 유지하는 인프라가 됨

Ÿ ⑤ 출판만화 지원제도 및 정책: 지원 정책의 넓이와 깊이는 현지 만화시장의 토대 강화와 
직접적 연관이 있음

5) 디지털 만화 시장 현황

○ 디지털 만화는 출판만화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디지털 만화 시장 현황’ 항목은 만화 생

산자와 소비자들의 디지털 대응 정도 파악과 최근 동향 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다시 다음의 

5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Ÿ ① 디지털 만화를 보는 시각: 출판만화의 전통이 강하면 오히려 디지털 만화의 대응이 지
연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불법 해적판 디지털 만화가 유통되는 한 원인이 되어 생산자
들이 디지털 만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함

Ÿ ②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 전세계적으로 출판만화 시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만화 시장의 성장 폭과 속도는 전체 만화시장의 시장 전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Ÿ ③ 디지털 만화 성장 및 지체요인: 디지털 만화의 성장 속도는 대체로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 유형에 따라 웹툰 시장 형성 가능성 및 확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음

Ÿ ④ 디지털 만화 최근　동향: 출판만화 전통 속에서 이해되어 온 디지털 만화가 최근 직면하
고 있는 변화의 양상과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Ÿ ⑤ 주요 디지털 만화 플랫폼: 디지털 만화 플랫폼 사업자의 규모와 투자 의향은 디지털 만
화 시장은 물론 웹툰 시장의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6) 웹툰 시장 현황

○ 웹툰 시장은 출판만화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디지털 만화와 어느 정도 구별되는 시장인데, 

‘웹툰 시장 현황’ 항목은 웹툰 소비자와 생산자, 그 둘을 매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다시 다음의 5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Ÿ ① 웹툰을 보는 시각: 자국 만화전통의 강도, 망가의 영향력과 망가 리터러시, 디지털 인프
라 보급 정도에 따라 웹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 하는 것은 웹툰의 초기 수용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침

Ÿ ② 웹툰 시장규모: 전세계적으로 웹툰은 아직 초기 시장이라 정확한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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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판만화 및 디지털 만화의 시장 상황과 독립적으로 시장 발전 전망을 추정해 볼 수 있음

Ÿ ③ 웹툰 성장 및 지체요인: 각 국가별로 웹툰 성장 속도가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함
으로써 웹툰 시장 확장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음

Ÿ ④ 웹툰 최근　동향: 네트워크로 소비되는 웹툰의 특성상 변화가 발현되고 확산되는 속도는 매
우 급진적일 수 있으므로 작은 변화라도 포착하고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Ÿ ⑤ 주요 웹툰 플랫폼: 웹툰 창작자와 소비자는 플랫폼의 매개를 통해 연결되며, 초기 시장인 웹
툰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데는 주요 웹툰 사업자들의 사업 의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침

7) 한국 출판만화 진출 현황

○ 만화 수출의 중심이 웹툰이긴 하지만, 학습만화 등 출판만화 수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웹툰 수출

도 일부 출판만화 수출에 힘입은 바 있기 때문에, ‘한국 출판만화 진출 현황’ 항목은 한국 만

화 수출의 다변화 관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다시 다음의 6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Ÿ ① 진출 사례: 진출 규모와 성과는 현지에서 한국 만화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
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임

Ÿ ② 진출 프로세스: 출판만화의 진출 주체와 진출 과정, 각 과정에서 주요하게 짚어야 할 체
크리스트를 조사함

Ÿ ③ 비용 및 수익구조: 출판만화 수출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과, 선인세와 인세를 기반으
로 하는 기본적인 수익 구조, 정확한 수익 배분을 위해 요청해야 할 정보 목록 등을 조사함

Ÿ ④ 주요 에이전시: 만화 수출은 기본적으로 저작 경제권을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역
량과 경험이 있는 만화 수출입 에이전시 및 저작권 에이전시의 식별이 중요함

Ÿ ⑤ 주요 한국만화 전문 출판사: 한국 출판만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출판사를 식별
함으로써 출판만화 수출의 효과를 제고함

Ÿ ⑥ 불법복제 현황 및 대응방안: 출판만화의 스캔 버전 유통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불법복제 정도를 통해 한국 만화에 대한 현지의 관심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음

8) 한국 웹툰 진출 현황

○ ‘한국 웹툰 진출 현황’ 항목은 웹툰 수출 초기 성과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확장 가능성

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며, 다시 다음의 5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Ÿ ① 제공 작품 규모 및 장르: 각 국가에서 접근 가능한 플랫폼에 등재된 한국 웹툰의 수를 
파악하고, 주요 라인업 구성을 통해 현재 선호받고 있는 웹툰 수출 장르를 식별함

Ÿ ② 진출 프로세스: 웹툰 수출 과정은 간소화해졌지만, 2차 판권 비즈니스 등과 병합하여 
계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출 프로세스의 최근 동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Ÿ ③ 비용 및 수익구조: 번역과 MG(최소보장수입) 등 플랫폼에서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웹
툰 수출을 통해 플랫폼과 작가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유형 및 수익 배분율 등을 조사함 

Ÿ ④ 주요 에이전시: 현지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강력한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이전시
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웹툰 해외 진출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식별할 필요가 있음

Ÿ ⑤ 불법복제 현황 및 대응방안: 불법번역 및 복제된 웹툰의 유통 현황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으며, 동시에 불법 번역과 복제 정도를 통해 한국 웹툰에 대한 관심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음

9) 만화 창작 환경

○ 웹툰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볼만 한 현지 웹툰을 생산할 현지 작가 풀의 구축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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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창작 환경’ 항목은 현지 작가들이 웹툰 창작자로 유입될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며, 다시 다음의 4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Ÿ ① 창작자 규모 및 작업 유형: 각국 직업적 만화가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개인 작업 
혹은 스튜디오 작업이 중심인지를 식별함

Ÿ ② 주요 창작집단: 현지 만화에 영향력이 있고, 작품 창작활동이 활발한 스튜디오를 식별
하고 이들의 웹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웹툰 작가 풀 형성의 가능성을 조사함

Ÿ ③ 수입원 및 소득수준: 망가 의존도가 강한 나라에서는 자국 만화가의 출판 기회조차 크게 위
축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은 웹툰 생태계로 창작자들을 유입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 요소임

Ÿ ④ 창작업계 최근 동향: 디지털 만화와 웹툰에 대한 최근 인식의 변화, 출판사와 계약 조건
의 변화 등을 조사함으로써 웹툰 작가 풀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식별함

10) IP 비즈니스 전개 현황

○ IP 비즈니스의 활성화는 대규모 자본과 대형 플레이어의 웹툰 비즈니스 진입 요인이 되고 

있는데, ‘IP 비즈니스 전개 현황’ 항목은 만화 IP의 실제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IP 비즈니

스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며, 다시 다음의 5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Ÿ ① 만화 IP 활용에 대한 인식: 만화를 저비용-저위험의 시나리오 개발 창구로 보는지, IP 비즈니스
의 한 축으로 보는 지에 따라 웹툰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규모와 IP 비즈니스의 전개 범위가 결정됨

Ÿ ② 만화 IP의 전화 사례: 현지에서 만화를 이용해 영화, 드라마, 게임, 캐릭터 비즈니스 등
으로 개발한 사례를 조사함

Ÿ ③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사례: 타 산업에서 만화 산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시도가 활발한가를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음

Ÿ ④ 한국만화 IP 활용 사례: 현지에서 한국만화 IP 활용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웹툰 수
출이 고부가가치 2차 판권 비즈니스로까지 이어질 확장성이 있는지 전망함

Ÿ ⑤ 주요 미디어믹스 플레이어: 미디어믹스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자본과 결합한 
IT 업체이거나 현재의 대형 미디어 그룹일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현지 웹툰 플랫폼 사업
의 주체가 되거나 웹툰 비즈니스의 투자자 및 후원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음

11) 만화 팬덤 문화

○ 만화의 서브컬처적인 속성은 팬덤 문화의 형성으로 이어지는데 , ‘만화 팬덤 문화’ 항목

은 각 나라의 고유한 만화 팬덤이 웹툰과 친화성을 가질 수 가늠하기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다시 다음의 4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됨

Ÿ ① 팬덤 문화의 유형: 만화 팬덤은 동인지, 코믹콘, 만화 페스티벌 등 나라별로 문화적 전
통이나 선호하는 만화의 장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됨

Ÿ ② 만화 페스티벌: 만화 페스티벌은 주로 현지의 만화 출판사와 서점 등이 주축이 되어 열
리는 것으로, 출판만화 수출 관점에서 주요한 홍보 및 마케팅 채널이 됨

Ÿ ③ 망가 코믹콘: 전통적 만화 축제와 별도로 망가 의존도와 인기가 높은 나라에서는 망가를 주
제로 한 코믹콘이 개최되는데, 이는 웹툰 수출 관점에서 주요한 홍보 및 마케팅 채널이 됨

Ÿ ④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는 만화나 웹툰에 대한 담론이 생성되고 유포되는 공
간인 동시에 만화 콘텐츠가 직접 소비되는 공간이며 팬덤 번역과 불법 번역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웹툰 수출의 주요 홍보 및 마케팅 채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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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일본 시장의 이해

1. 자국 만화의 전통 

1.1. 만화를 보는 시각 

○ 1950년대 소년선데이, 소년매거진 등의 주간 잡지 만화 창간과 함께 대중적 저변을 확산하

며 일본 문화의 큰 축을 형성

○ 현재 일본에서 만화는 예술 형식과 대중문화의 장르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망가’ 자체가 

일본은 물론 세계적 규모의 팬덤 문화로 성장하였음

1.2. 만화의 유형

1) 장르 만화

○ 일본 만화는 일반적으로 연령층이나 기호에 따라 장르가 발전

Ÿ 스포츠 만화의 경우 야구, 농구, 축구, 컬링, 자동차 경기 등이 인기있는 분야이며, 일부 분
야에서는 고교 야구나 중학 축구 등과 같이 하위 장르로 세분하여 발전

2) 실용 만화

○ 실용 영역에서 만화는 텍스트, 사진, 삽화와 마찬가지로 출판 및 디지털 매체의 중요한 표현 

기법의 하나로 채택

○ 역사, 사회 현상 등의 설명이나 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만화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같은 수요를 토대로 학습 만화라는 장르가 형성

○ 기업 시장에서는 광고 만화가 큰 수요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형 출판사나 만화 전문 에이전

트를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형성

3) 미디어 믹스

○ 흥행에 성공한 만화는 오리지널 작품뿐만 아니라 소설,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으로 리메

이크되며 만화 콘텐츠 내 캐릭터를 포함해 미디어 믹스를 통한 IP 비즈니스로 성장하며 대

규모 부가 수익원을 창출

Ÿ 이에 따라, 대규모 출판 업체들은 만화 콘텐츠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소설, 애니메이션 
등 미디어 믹스를 고려해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도 존재

1.3. 만화의 독자

1)  독자층 분류

○ 일본 만화는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에 걸친 탄탄한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층의 

선호도에 따른 만화는 연령대, 성별 및 소재/내용 등에 따라 구분됨

○ 최근에는 디지털 만화의 확산과 함께 국내 웹툰 방식의 세로 스크롤 기반의 만화 작품에 새

로운 독자층을 형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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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독자층 현황

○ 2016년 9월, 야노경제연구소가 실시한 소비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만화 오타쿠

(オタク)’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일본 내에 약 680만 명으로 추산

Ÿ 연령별로는 20대가 3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30대(23.9%)와 19세 
이하(16.7%)가 뒤 따름

Ÿ 40대와 50대 역시도 각각 14.9%와 7.2%를 차지해 연령대 전반에 걸친 탄탄한 마니아층을 보유

3) 디지털 만화 소비층 현황

○  LINE이 2017년 3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만화를 보는 소비층은 

전체 연령대에 걸쳐 최근 2년 간 고르게 성장 중

[그림 Ⅲ-2-1] 2015-2017 연령별 스마트폰 만화 이용자 성장률(%)

자료: LINE Japan(2017)

Ÿ 이 같은 현상은 디지털화가 과거 종이 만화책에 익숙했던 30∼40대 이용자들을 다시 만화 
시장으로 회귀시키고 있다는 점을 시사

1.4. 선호/금기 장르

○ 일본 만화의 강점은 다양한 연령, 다양한 취향별로 만화가 존재한다는 점이며, 기본적으로 

소년물에 대한 선호가 높지만 장르 선호도는 고르다고 보아야 함

○ 일본 만화에도 금기되는 소재나 표현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천대

받던 직업을 소재로 삼거나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어 있음

Ÿ 이 밖에 민족차별 용어(재일교포), 장애인에 대한 표현 등도 매우 조심해서 언급해야 할 
금기인데, 특히 최근에 자주 터지는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표현 문제임

1.5. 외국만화 수용도

○ 일본 망가가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조적으로 일본인들의 외국 만화에 대한 수용도는 

낮은 편인데, 자국의 볼 만한 만화가 넘쳐나니 굳이 외국 만화를 수입할 유인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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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라이선스 매출 해외시장 해외 지역별 시장（비율）

출판

(대부분 

만화로 구성)

라이선스 매출

약 110 억 

엔(2011)

소비자 판매 매출

약 1,380 억 

엔(2011)

※ 일본 모 출판사의 만화 해외 시장 매출 구성비

애니메이션
라이선스 매출

약 200 억 엔

(2011)

소비자 판매 매출

(캐릭터 상품 

포함)

약 2,669 억 

엔(2011)

※ 일본동영상협회 집계 계약 수 기준 지역별 추계 

<표 Ⅲ-2-1> 해외 시장에서의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 매출

2. 망가의 영향력

2.1. 일본 만화의 해외 진출 동향

○ 일본 만화의 해외 시장 진출은 인위적인 공급자 주도의 해외 진출 보다는 글로벌 각 시장에

서의 자연스러운 ‘망가’ 수요에 기인한 바가 크나, 2015년 이후로는 일본 만화업계 일각

에서 능동적인 해외 진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함

○ 고단샤는 Digital Garage사와 합작으로 ‘Kodansha Advanced Media’를 설립하여 북미 

시장을 공략 중

Ÿ 고단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J-POP SUMMIT 2015’에 참여하여  프로모션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7년 말 시점 영어판 전자만화는 2,000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2.2. 해외 진출 실적

○ 2012년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지적재산권 침해대책을 위한 해외 진출 정보 기반 조사’

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본 만화 매출은 라이선스 부문이 약 110억 엔, 소비자 판매 매출이 

약 1,380억 엔으로 집계

자료: 경제산업성(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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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만화 업체 중 해외에 직접 만화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기업으로는 

VizMedia와 Crunchyroll 이 대표적

Ÿ 쇼가쿠칸 그룹 계열사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만화 전문 출판사인 VizMedia는 슈
에이샤의 주간소년점프 수록 작품을 미국 시장에서 배포 중

Ÿ 텔레비전도쿄(テレビ東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아시아 콘텐츠 유통을 전문
으로 하고 있는 Crunchyroll는 코단샤, 소년화보(少年画報) 등의 작품을 일본과 현지에서 
동시에 배포

전송 사업자 /

일본 측 출판사
번역 언어 서비스 개요

VizMedia/

슈에이샤
영어

EPUB 데이터（JPEG）를 영어로 유료 전송

소년점프 게재 작품을 동시 전송

Crunchyroll/

고단샤, 소년화보사 등
영어

자체 뷰어를 위한 포맷으로, 영어로 유료 전달 (단, 

동시 공개 분의 최신 이야기는 무료).

취급하고 있는 작품은 60 제목 (그 중, 90 %가 

동시)

<표 Ⅲ-2-2> 해외 사업자에 의한 동시 전송 서비스의 사례

자료: 경제산업성(2012)

3.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3.1. 모바일 인터넷 보급

○ 2015년 말 이동통신 분야의 3.9G/4G LTE 서비스 가입자는 8,739만 명으로 전년 대비 

28.9% 증가

Ÿ BWA(Broadband Wireless Access) 가입자 수 3,521만 명으로 전년대비 80.9%가 증가

3.2. 모바일 기기 보급

○ 일본 정보통신네트워크산업협회(CIAJ)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

고 있는 가운데 2017년은 전년 대비 7.0%p 증가한 90.8%

Ÿ 연령대별로는 10대/20대/30대는 이미 2016년에 거의 100%에 도달했으며, 2017년도 조

사에서는 50대에서 80%대, 60대에서 60%대까지 증가, 확대되고 있음

3.3. 모바일 라이프와 스낵컬처

1) 미디어 소비

○ 한편, NHK는 일본인의 업무 외 일상을 소비하는 자유행동 영역을 ‘TV, 비디오, 라디오, 

CD/테이프, 신문, 집지/만화/책, 취미/오락/교양, 취미/오락/교양용 인터넷, 여행/산책, 스포

츠, 대화/교제’로 구분 

Ÿ 미디어 영역 면에서 볼 때 TV는 일평균 3시간 이상을 할애하는 가장 압도적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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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잡지/만화/책의 경우 매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일주일 평균 총 88분을 할애

2) 모바일 인터넷 이용 시간

가. 스마트폰 이용시간

○ 하쿠호도 DY 미디어파트너즈 산하 미디어환경연구소가 조사한 자료9)에 따르면, 2017년 

일본 미디어 유형 중 TV 접촉 시간이 39%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휴대폰/

스마트폰이 23.9%로 뒤를 이음

나. SNS 이용 현황

○ 덴츠총연(電通総研)이 발표한 자료10)에 따르면, 일본의 15-34세 젊은층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과 게재 콘텐츠에 대한 참여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JustSystems이 실시한 SNS 이용실태 조사11)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가장 긴 

서비스는 LINE인 것으로 나타남

3.4.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동향

1) 소비 지출 패턴

○ 소비 지출 항목별 패턴을 살펴보면, 만화 소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양/오락은 연령 

별로 고른 지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Ÿ 이외 만화 소비를 위한 간접적 지출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은 자녀 세대를 두고 
있는 40, 50대에 가장 높고, 교통/통신은 20∼50대가 고르게 높은 지출을 보임

2) 온라인 결제 인프라

○ 2016년 총무성이 발표한 정보통신백서에 따르면, 인터넷 구입 시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지불’이 약 70%로 가장 많음

3) 모바일 결제 현황

○ Mitsubishi UFJ에 따르면 스마트폰에서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대해, CD, 

DVD 기반 서적·잡지 및 음악·동영상 등이라는 답변이 47.3%로 가장 높았음

4) 유료 콘텐츠 서비스 유형: 정액제 vs 페이퍼뷰

○ ICT종합연구소(ICT総研)의 자료12)에 따르면, 일본의 유료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 수

는 2016년 1,160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2019년에는 1,730만 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

Ÿ 동영상 유료 서비스는 정액제와 페이퍼뷰(PPV) 방식으로 구분되며, 2016년 말 기준 정액
제가 640만 명, 페이퍼뷰가 340만 명, 총 1,160만 명의 유료 서비스 가입자 풀을 형성

○ 향후 유료 콘텐츠는 정액제 방식이 보다 선호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경에는 유료 과금 

방식의 91%를 차지하며 페이퍼뷰 방식을 압도할 전망

9) メディア定点調査2017, メディア環境研究所, 2017.6

10) 若年層のSNSを通じたビジュア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調査, 電通総研メディアイノベーション研究部, 2017.2

11) SNS利用に関する実態調査, JustSystems, 2017.3

12) 2016年 有料動画配信サービス利用動向に関する調査, ICT総研,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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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판만화 시장 현황

4.1. 출판만화 최근 동향

1) 만화잡지 시스템의 변화

○ 전통적으로 일본의 만화잡지는 만화 인력을 흡수하고 단행본을 위한 시험 무대로써 다양한 

만화 콘텐츠의 경연장 역할을 하며 출판 만화생태계의 기반을 제공

○ 그러나 2005년 이후부터 단행본 시장이 잡지 시장을 앞서기 시작한 뒤, 전자서적의 부상과 

함께 2014년 이후 잡지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맞이함

Ÿ 일본 최대의 만화잡지 ‘주간소년점프13)’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매호 평균 판매
량이 191만 3,000권으로 접어들며 마지노선으로 방어해 왔던 200만 권의 벽이 허물어짐

[그림 Ⅲ-2-2] 일본 주요 잡지 만화별 판매 부수 추이(단위: 권)

자료: QooApp(2017)

2) 만화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

○ 일본 만화시장은 만화잡지를 저가에 판매하여 만화잡지에 게재된 작품 중 높은 매출을 발

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작품을 선정하고 단행본화 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단행본으로 이

익을 환수하는 수익 구조를 오래전부터 정착시켜 왔음

Ÿ 만화잡지에 연재가 시작된 이후 160-192페이지 분량의 페이지가 확보되면14), B6판 등
의 만화 단행본으로 발행

Ÿ 또한 편의점 등에서 유통되는 염가판이나 문고판, 애장판(A5판, B5판) 등으로 발행되는 

13) 슈에이샤에서 발행하는 일본 최대의 소년소녀용 만화연재 잡지. ‘원피스’,’나루토’,’드래곤볼’,’은혼’,’Hunter x Hunter’ 등 주요 히트작 만화

14) 주간만화는 약 3개월, 월간만화는 6개월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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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음

Ÿ 즉, 만화잡지는 수익원이 아니라 단행본화 할 수 있는 만화의 프로모션 도구로서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림 Ⅲ-2-3] 일본 만화발행 형태

자료: 디지털콘텐츠협회(2015.2)15)

○ 그러나 최근 만화잡지 시장의 위축에 따른 매출원 다변화와 함께 디지털 만화 기반 매출 비

중이 늘어나며 만화 산업 자체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촉진되고 있음

4.2. 출판만화 시장 규모

1) 전체 만화 시장

○ 출판과학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일본 만화 시장의 판매 금액은 종이 출판과 디지털 판매

를 합산하여 4,454억 엔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전년 4,437억 엔 대비 0.4% 증가

Ÿ 2016년 만화 단행본 매출은 7.4%p 감소한 1,947억 엔에 그쳤으며, 만화잡지 매출 역시 
12.9%p 줄어든 1,016억 엔으로 종이 만화 출판 전체 매출은 9.3%p가 감소

Ÿ 반면, 디지털 만화 시장은 27.5%의 급성장세를 보이며 1,491억 엔의 규모를 달성해 종이 
만화 매출 침체를 상당 부분 저지하는 데 성공

[그림 Ⅲ-2-4] 일본 만화시장 규모(단위: 억 엔)

자료: 출판과학연구소(2017.2)

○ 출판과학연구소의 발표는 그 동안 불황으로 알려진 출판 사업이 디지털 시장의 확대로 새

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을 시사

15) マンガ制作・流通技術ガイド―電子配信と印刷出版のサイマ}ル化、国内・海外展開のサイマル化のために―, 디지털콘텐츠협회, 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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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그동안 종이 출판만화 시장은 1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963억 엔을 기록, 90년대 당
시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

Ÿ 그러나 디지털 시장 매출의 보전으로 인해 2016년 만화 시장 전체 매출은 2008년 4,483
억 엔으로까지 회복된 것

2) 출판만화 시장

○ 출판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만화 시장에서 출판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80%

에서 2016년 67%로 10.3%p나 급감

[그림 Ⅲ-2-5] 일본 출판만화 시장 규모 추이: 2014-2016(단위: 억 엔)

자료: 출판월보(2017.2)

Ÿ 출판만화 시장 규모 역시 2014년 3,568억 엔에서 2016년 2,963억 엔으로 감소해 시장 
파이 자체도 17%가 감소

Ÿ 한편 만화잡지 매출이 전체 출판만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잡지 구독자의 이탈로 인
해 2014년 36.7%에서 2016년 34.3%로 차츰 줄어들고 있는 양상

4.3. 만화잡지 시장

○ 전국출판협회가 발표한 출간월보16)에 따르면, 2016년 출판 만화잡지 시장은 전년 대비 발

행 점수와 부수 면에서 공히 하락세를 보였으며, 발행 부수는 전년 대비 12.2%가 하락

Ÿ 특히 어린이 잡지 분야가 전년 대비 85.9% 발행 부수에 그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음

Ÿ 이는 기존 종이 출판 기반의 만화 구성과 소비 방식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어린이 세대
의 만화 소비 패턴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현상으로 풀이될 수 있음

4.4. 출판만화 유통채널 

○ 일본 출판시장은 ‘출판사-유통사(토리츠키, 取次)-서점’의 3자 유통 구조가 전체 시장

의 80%를 차지

Ÿ 일본의 3자 유통은 소량 출판물도 대형 베스트셀러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국 서점망에 유
통될 수 있는 구조를 가능케 함 

16) 出版月報 2017年 2月号, 全国出版協会, 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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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만화 판매 대금은 출판사-유통사, 유통사-서점 간의 정산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유
통사는 서적과 돈의 흐름을 매개하는 도매상인 동시에 금융 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
는 유통 플랫폼

Ÿ 유통사의 수수료 수익은 8∼10% 수준

○ 최근에는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며 출판사-유통사-인터넷 서점에 이르는 유통 형태가 

1,000억 엔 가량의 시장을 형성하며 크게 성장 중

4.5. 출판만화 지원 제도 및 정책

1) 진흥 정책

가.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 2014년 각의 결정된 일본재흥전략 하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콘텐츠와 문화 예술 분야에

서 ‘일본적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산업화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콘텐츠 제작·인재 육성, 콘텐츠 해외 진출 및 관련 산업 파급효과

에 이르는 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

나. Cool Japan 기구

○ 2010년 6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산업구조비전’과 ‘신성장 전략’에서는 동일본 대지

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실추된 일본 브랜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산업

과 ‘쿨 재팬(Cool Japan)’을 미래 산업 부흥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

○ 만화 홍보와 관련해서는 문화청이 주도가 되어 추진하는 문화청 미디어예술제에서 수상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작품에 대해 해외전시/상영, 해설 등을 지원하며 최신 일본 미디어

예술을 소개하는 정책을 수행

다. J-LOP

○ J-LOP(Japan Content Localization & Promotion)은 일본 콘텐츠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보다 고품질의 현지화(Localization)를 추진하고 프로그램과 연계한 캠페인 지원을 

위한 지원 조성금

Ÿ 영상, TV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와 캐릭터 등의 일본 콘텐츠에 대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현지화(자막과 더빙 등), 프로모션(국제 견본시 출전 및 PR 이벤트 실시 
등) 등의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

2) 규제 정책

가. 재판매가격유지제도

○ 재판매가격유지제도는 대학 구내 서점이나 생활협동조합에서의 할인판매를 제외하고는 전

국적으로 균일한 가격에 출판하기 위한 일종의 도서정가 제도

나. 만화 성묘사 규제안

○ 도쿄 도의회는 2010년 12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을 심사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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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도서'로 지정하여 18세 미만에게 판매・열람을 금지하는 '청소년 건전육성 조례 개

정안'을 가결

3) 주요 저작권 관련 기관

가. 콘텐츠 해외유통 촉진기구(CODA)

○ 불법 유통 콘텐츠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Ÿ 해외의 불법 유통 해적판 콘텐츠의 실태, 해적판에 관한 소송 등의 정보 교환, 외국 정부 
및 지역 당국에의 대책 강화의 요청, 해외 시장의 공동 감시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

Ÿ CODA는 주로 유관 기관이나 콘텐츠 제공 기업들과의 협력 하에 불법복제 콘텐츠 단속 업
무를 추진

○ 2013년 10월, CODA는 부정상품대책협의회(不正商品対策協議会, ACA)와 협력하여 일본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한 단속 활동에 착수

Ÿ ACA는 저작권 단체와 일본의 유명 브랜드 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일본 경찰청과 연
계하여 주로 일본 내에서 콘텐츠나 브랜드 상품의 부정 카피를 근절하는 활동을 추진함

○ 인터넷 상에서의 해적판 유통 근절을 위해 CODA는 주요 국가들의 콘텐츠 포털과 인터넷 

저작권 보호 협력을 추진

○ 또한 인터넷상의 불법 동영상 콘텐츠의 삭제 요청에 관한 실증 실험을 중국과 한국의 웹사

이트와 협력하여 실시해 거의 100%에 가까운 콘텐츠 삭제를 추진

나. Manga-Anime Guardians Project

○ 일본 만화 출판사·애니메이션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만화·애니메이션 해적판 대책 협의

회가 2012년에 발족한 프로젝트로, 경제산업성 지원 하에 2017년 3월 시점 18개사 참여

Ÿ 동 프로젝트 하에서 만화 업계와 애니메이션 업계가 긴밀한 협력 하에 디지털 해적판 대책
을 공동 추진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정규판 콘텐츠 보급 전달을 목표로 설정

5. 디지털 만화 시장 현황

5.1. 디지털 만화를 보는 시각

○ 출판만화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디지털 만화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서 디지털 만화와 출판만화 사이의 비즈니스 모델 정립이 업계의 핵심 미션이 되고 있음

Ÿ 최근 일본에서는 매우 고도화된 일본 만화책의 문법이 어린이들에게는 오히려 쉽게 친숙
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

Ÿ 또한 디지털화의 진전과 함께 만화 소비자들이 두꺼운 종이 잡지를 보관하는 것에 대해 불
편함을 느끼는 점, 다른 사람이 나의 작품 취향을 알 수도 있다는 점, 책을 사러가는 행위 
자체의 불편함 등도 출판만화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Ÿ 이에 비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상에서 만화 앱을 통해 수시로 제공되는 만화 콘텐
츠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지고 있어 대형 만화출판사들은 디지털 만화 비즈니스 모델 
정립의 압박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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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

○ 출판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만화 시장에서 디지털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9.9%에서 2016년 33.5%로 13.6%p로 증가

[그림 Ⅲ-2-6]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 추이: 2014-2016(단위: 억 엔)

자료: 출판월보(2017.2)

Ÿ 만화잡지는 출판만화잡지의 디지털 버전으로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디지털 
만화 시장의 2.1%인 31억 엔에 불과

Ÿ 반면, 웹툰이나 앱 기반 만화로 구성된 일반 디지털 만화는 97.9%를 차지하는 1,460억 
엔을 기록했으며, 2016년은 2014년 대비 68%가 성장

Ÿ 디지털 만화는 전체 일본 만화 시장의 감소세를 저지하며 매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
으며, 2016년 말 시점 전체 만화 시장의 33%를 차지

5.3. 디지털 만화 성장요인

1) 붕괴된 잡지 만화 시장의 대안 모색

○ 일본의 디지털 만화시장 성장은 주요 만화출판사들이 디지털 만화 시장에 적극 대응을 시

작했고, 디지털 만화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신규 사업자들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

Ÿ 출판사들은 단행본 판매의 홍보수단으로서 기능하던 잡지의 역할을 디지털 만화가 대신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결과는 출판만화 매출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Ÿ 대신 디지털 만화에 새롭게 뛰어든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보며 디지
털 만화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런 변화가 디지털 만화 시장의 
성장을 촉진

2) 주요 만화출판사들의 적극적 대응

가. 쇼가쿠칸

○ 단행본 만화 판매 촉진을 위한 보조적 전략으로 접근해 왔으나 디지털 만화 수요 증가가 매

출 기여에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단행본 판매가 줄어드는 현상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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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디지털 만화 수요를 본격적으로 매출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망가원 서비스를 개시

○ 망가원에서는 콘텐츠 유료 열람과 광고를 통한 매출 진작을 추진하는 동시에 애니메이션이

나 인기 타이틀의 개봉에 앞서 맛보기 형태로 공개함으로써 오프라인 매출 향상을 도모

나. DeNA의 대응

○ 게임 사업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만화 콘텐츠의 IP 사업화가 초점

○ 따라서 DeNA는 단행본과 전자서적 판매 이외에도 만화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활

용 목적의 IP 라이선싱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음

○ 디지털 만화(망가복스)는 출판만화의 보조재로 인식하며 실제 이 같은 전략은 유효했는데, 

망가복스에 게재된 일부 작품의 경우 단행본 발매가 기존 대비 10배로 늘어남

다. 슈에이샤

○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두터운 독자층을 토대로 출판만화 콘텐츠를 전자판으로 재판매하는 

데 전략적 비중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스마트폰용 앱인 소년점프+와 히트작 전용 앱, 점프카메라!! 앱, My점프 앱 등 

높은 고객 충성도를 활용한 다양한 앱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

라. ComicSmart

○ DeNA와 마찬가지로 IP 사업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만화 앱 시장을 접근 중

○ 신인 작가들에게 만화 투고 사이트와 GANMA! 앱을 통해 등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사 플랫폼 내의 작가 기반 확대를 도모

5.4. 디지털 만화 최근 동향

1) 이용자 증가

○ Nielsen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2월 시점 일본 내 만화앱 이용자는 6,028만 명에 이르

렀으며,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이용자의 4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17)

Ÿ Impress종합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18)에서는 무료 만화앱 광고 시장 규모는 2014년 14
억 엔에서 2017년 101억 엔으로 3년간 7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산

2)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시도 중

○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만화앱이 무료 읽기 서비스를 제공해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앱 이용 문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활

용해 수익 창출 중19)

Ÿ 가장 많이 채용된 비즈니스 모델은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돼 온 'F2P(Free to 
Play)'로, 초반 몇 화 정도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다음 화를 읽고 싶거나 신작을 미리 보고 
싶은 경우에 유료로 구매해야 하는 체계

17) http://www.netratings.co.jp/news_release/2017/03/Newsrelease20170328.html

18) 「電子書籍ビジネス調査報告書2017」, Impress 종합연구소, 2017.7.27

19) 한국 웹툰, 만화 종주국 일본을 Knock Knock, KOTRA,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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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요 디지털 만화 플랫폼

1) LINE만화

가. 플랫폼 개요

○ LINE만화는 4,500만 명의 가입자 기반을 확보해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인 메신저 수단으로 

자리 잡은 LINE을 활용해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젊은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사용

자층을 끌어모으고 있음

Ÿ 사용자층은 20대가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10대(27%),  30대
(25%), 40대(13%) 순으로 다양한 연령층에 의해 이용되고 있음

○ LINE만화는 월간 이용자 수, 다운로드 수, 연간 수익 등 제반 지표 면에서 일본 최고의 만

화앱으로 자리매김

운영사 NHN

서비스 개시 2013년

 수록 작품 수 200,000건 이상

주요 특징 LINE 플랫폼 연계

주요 작품 ARMS, 도라에몽(ドラえもん), 바보걸(アホガール)

과금제도 스토어는 유료, LINE 스탬프 판매

열람 방식 좌우 터치형

만화앱 이미지

<표 Ⅲ-2-3> NHN만화 서비스 개요

자료: 각종 미디어 종합

나. 서비스 현황

○ 아키타서점, 코단샤, 쇼가쿠칸, 스퀘어에닉스 등 일본 내 50여 출판사로부터 작품을 공급

Ÿ 20만 건 이상의 만화 작품 구입이 가능하며 최신 화제작을 포함해 매주 200 작품 이상을 
업데이트하여 제공

○ 콘텐츠 제공 방식은 ‘유료 만화’, ‘무료 연재만화’, ‘미리보기’ 등이 있음

Ÿ 유료 만화: 200엔-500엔 대에서 디지털 단행본을 구입



71

다. 주요 마케팅 방안

○ LINE만화는 작품 캐릭터를 활용한 디지털 스티커인 ‘스탬프’를 한정 기간 형태로 판매

하여 팬들 수요를 충족

○ LINE만화는 앱 기반 비즈니스 이외에도 오프라인 출판과의 협업도 도모 중으로, 2016년 

토한(トーハン)과 협력을 통해 서점 연계 마케팅을 추진

Ÿ 양사 간의 협력에 따라 서점의 만화 코너에 비콘 단말을 설치하여 단말기에 고객의 스마트
폰을 갖다 대면 LINE만화 앱에 미리보기 정보가 전송

○ LINE만화는 오프라인 서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례로 LINE만화에서 무료 

연재가 시작된 작품은 다음 날 서점에서 해당 작품 판매량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일도 발생

Ÿ 이에 따라 서점에서도 LINE만화 앱 내 무료 연재 작품을 확인하며 서점 내 만화책 판매를 
대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만화 간의 판매 선순환을 이루고 있음

○ LINE만화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전자서적 사업 유통(取次)을 전문으로 하는 

Media Do로 출판사 등 콘텐츠 권리 소유자와 LINE만화 앱 사이에서 저작권 등도 함께 조정

2) 망가원

가. 플랫폼 개요

○ 망가원(マンガワン)은 ‘주간소년선데이’를 간행하고 있는 쇼가쿠칸이 운영하고 있는 만화앱

Ÿ 쇼가쿠칸의 온라인 만화 사이트인 우라선데이(裏サンデー) 오리지널 작품과 야구 만화인 
‘MAJOR’ 등의 다양한 신·구간 명작 만화 타이틀을 제공

Ÿ 2012년부터 제공해 온 우라선데이는 당초 단행본 수익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돼, 광
고 없이 무료로 웹기반 만화를 제공할 계획이었음

Ÿ 그러나 사용자 수 증가에 비해 단행본의 매출이 늘지 않아 사이트 유지비용을 충당하기 위
해서 광고를 하거나, 콘텐츠에 대한 일부 공개 제한 조치를 가한 결과, 단행본 판매는 회복
되는 듯 했으나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역효과를 초래

Ÿ 이 같은 디지털 만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쇼가쿠칸은 2014년 12월 망가
원 서비스를 개시한 것

나. 서비스 현황

○ 망가원은 서비스 개시 당시인 22개 작품에 1000화 분량의 콘텐츠를 공개

Ÿ 망가원 앱은 2016년 7월 600만 건이 다운로드 됐으며, 2017년 4월  1,000만 건의 다운
로드를 돌파

○ 오리지널 작품을 포함 다양한 신작들이 매일 갱신

Ÿ 쇼가쿠칸에서 과거에 간행된 명작을 기간 한정으로 순차 공개 중이며, 무료로 읽을 수 있음

○ 만화 독자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하여 흑백에 컷 연출이 살아있는 형태로 만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

어, 디지털의 장점을 충분히 반영한 플랫폼보다는 아날로그 만화의 연장선상에서 서비스를 접근

○ 망가원은 기본적으로 F2P(Free to Play) 무료 과금 모델 채택하고 있으나, 무제한으로 만

화를 읽기 위해서는 Life나 티켓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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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7년 6월부터 기존 만화에서 연재된 작품의 컬러화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세로 스크
롤로 읽을 수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추가

Ÿ 동 서비스의 경우 Life가 아닌 티켓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콘텐츠 유료화

Ÿ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면 하트로 표현된 일정량의 'Life'가 주어지고 만화를 읽으면 이 
Life가 감소하는데, Life 하나 당 1화분 만화를 읽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8화까지 읽음

Ÿ Android 단말에서는 Life 대신 시간제를 적용하여, 하루 등 20분 무료(오전 10분/오후 10분) 

Ÿ 1일 2회 Life는 재충전되며 필요 시 유료로 별도의 '티켓'을 구매해서 만화를 읽을 수 있는
데, 티켓은 6장에 120엔에 판매됨

○ 작품에 대한 독자 인기투표를 작품 인기의 근거로 삼으며 독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Ÿ 사용자 추천 회수에 따라 원작 만화가에게 지급되는 보너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품 평가
에 사용자 반응이 끼치는 영향이 중요

다. 주요 마케팅 방안

○ 우라선데이를 대표하는 인기 작품들을 연말연시나 애니메이션 영화(코난) 상영 전에 한시

적으로 망가원 상에서 공개하여 이용자들의 관심 유도

○ 최초 앱 다운로드 시 티켓 100매 보너스 제공(Android는 3시간 무료)

○ 2016년 7월에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AMoAd와 제휴하여, 망가원 스폰서 광고를 제공

Ÿ 이에 따라 스폰서 광고 기업은 망가원에 게재된 작품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광고 크리에이
티브 개발에 이용할 수 있음

○ 2017년 9월,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인 AppLovin이 쇼가구칸과 제휴하여 망가원 앱 내 동

영상을 포함한 네이티브 광고 전송 합의하며 앱 내 광고 활용을 본격화

3) DeNA 망가복스

가. 플랫폼 개요

○ DeNA 망가복스는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DeNA가 운영하는 만화앱으로 2013년 12월부터 
서비스 개시

○ DeNA는 초대 편집장으로 ‘소년탐정 김전일’의 원작자인 키바야시신(樹林伸)을 영입했
으며, 그 외에도 고단샤와 쇼가쿠칸 인력을 편집자로 끌어들이며 편집진을 강화해 IT 기반 
기업으로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Ÿ 키바야시신은 DeNA 편집장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만화 콘텐츠의 무료 제공과 다국어 만화 
개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음

Ÿ DeNA는 게임 사업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IP(지적재산) 보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며 만화 시장에 진입

Ÿ 초창기 망가복스의 컨셉은 ‘만화잡지’를 지향하는 앱으로서, 키바야시신은 단행본이 잡지 수요를 대
신하고 만화 산업이 위축되는 상황 하에서 만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시키겠다는 바람을 피력

○ 망가복스는 오리지널 잡지로써 매주 1호씩 갱신하여 출판형 주간매거진의 온라인 버전과 

흡사한 컨셉이며, 어디까지나 플랫폼이라는 인식으로 서비스 개발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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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DeNA

서비스 개시 2013년 12월

 수록 작품 수 N/A

주요 특징

온라인 버전의 만화잡지 컨셉 지향

남자 독자층 비중 높은 편

인디 작가 등용문 역할

주요 작품
타카토소년의 사건부, 김전일 소년의 1박 2일 짧은 

여행, 사랑과 거짓말 등

과금제도 앱 내 스토어 구매

열람 방식 좌우 터치형

만화앱 이미지

<표 Ⅲ-2-4> 망가복스 서비스 개요

자료: 각종 미디어 종합

나. 서비스 현황

○ 망가복스에는 고단샤를 중심으로 다양한 출판사의 작품이 게재되고 있으며, 장르는 연애에

서 서스펜스까지 다양하게 존재

Ÿ 업데이트 발간되는 만화들은 모두 무료로 공개되나 장편 연재작의 경우 최근 연재된 12화
분 이전 분량은 유료 기반 전자책이나 단행본으로만 볼 수 있음

Ÿ 회당 공개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짧은 편

Ÿ 망가복스에서 연재된 작품은 모두 단행본으로 재판매

Ÿ 2014년 3월부터는 ‘인디’ 전용 카테고리를 통해 신규 작가들의 등단 채널을 제공

○ 비즈니스 모델은 전자 서적 및 단행본 판매, 만화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활용 IP 

라이선싱, 앱 내 보상 광고 및 프리미엄 콘텐츠 과금 등이 있음

○ 독자층은 당초 30대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 20대가 주독자층이며, 남자 독자층이 60∼70%

4) 소년점프+

가. 플랫폼 개요

○ 슈에이샤는 2014년 9월부터 만화잡지인 주간소년점프의 앱 버전인 소년점프+를 출시

○ 주간소년점프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오랜 구독층이 소년점프+의 주요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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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여타 만화앱과 달리 이 서비스는 앱 내에서 고유의 콘텐츠인 소년점프의 전자판이나 전자
판의 단행본 구입이 가능한 점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음

운영사 슈에이샤

서비스 개시 2014년 9월

주요 특징

다양한 연계 앱 개발

이용자 추천(좋아요)을 통한 작품 평가와 작가 보상: 

페이지 내 좋아요 버튼 삽입

주요 작품
드래곤볼, 슬램덩크, 코치카메(こち亀), One Piece, 

Naruto 등

과금제도
앱 내 조건 충족 시 코인 획득 가능

정기 구독(900엔/월)

열람 방식 좌우 터치형

만화앱 이미지

<표 Ⅲ-2-5> 소년점프+ 서비스 개요

자료: 각종 미디어 종합

나. 서비스 현황

○ 앱 이용 시에는 연재물의 최초 몇 개 만화는 무료로 볼 수 있으나 이후부터는 코인이 필요

○ 동전을 무료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하루 한 번 할 수 있는 ‘가위바위보’나 소년점프+ 플

랫폼 상에서 홍보되는 타사의 앱과 서비스를 다운로드해야 함

○ 이외 점프플러스의 차별적인 특징은 1화를 다 읽은 후 ‘좋아요(いいジャン)’버튼을 누르

는 페이지가 제공되는 점

Ÿ 투표나 응원 기능이 타 앱에서도 일부 제공되기도 하나 점프+에서는 만화 페이지에 해당 
기능을 삽입하여 이용자가 버튼을 눌러 작품과 작가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하고 있음

다. 주요 마케팅 방안

○ 다양한 앱 개발을 통한 디지털 분야의 기회 포착이 슈에이샤 최근 마케팅의 주요 관심사

○ ‘One Piece’와 ‘Naruto’와 같은 대형 히트작을 무료로 하루 1편씩 감상할 수 있는 별

도의 전용 앱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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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카카오재팬

서비스 개시 2016년 4월

 수록 작품 수 100 건 이상

<표 Ⅲ-2-7> 픽코마 서비스 개요

○ 또한 개인 사진을 소년점프의 만화 스타일로 편집할 수 있는 ‘점프 카메라‼’ 서비스도 제공 중

Ÿ 필터, 프레임, 파트 등의 3가지 기능을 선택 조합하여 개인화된 사진 편집이 가능하며 랭
킹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

원본 사진 편집 사진

<표 Ⅲ-2-6> 점프카메라!! 펀집 활용 예시

자료: 소년점프

○ 2016년 8월에는 이용자 자신의 취향대로 점프를 편집할 수 있는 ‘My점프’ 앱 서비스를 개시

Ÿ 점프의 역대 연재 작품 중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만을 모아서 자신만의 점프를 제작해 주 
단위로 갱신하여 읽을 수 있으며, 원하는 작품의 원하는 편수를 정리하여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도 있음

5) 카카오 픽코마

가. 플랫폼 개요

○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재팬이 제공하는 만화 플랫폼으로, 2016년 4월부터 서비스를 개

시하여 1년 만에 일본 내 상위 만화앱의 하나로 성장

Ÿ 2017년 9월 시점 100 작품 이상의 만화 시리즈를 제공 중이며, 일 독자수는 2017년 8월 
시점 90만 명, 월간 방문자 수는 200만 명을 돌파

Ÿ 2017년 5월 이후 3개월 동안의 다운로드 수는 LINE만화와 일본 대형 출판사 서비스를 
넘어서, 2017년 9월 말 시점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500만 건을 돌파

○ 앱 내 광고를 배제하고 제한적 무료 열람 서비스를 앞세워 일본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

으며, 최근 TV 광고에까지 나서며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 중

○ 카카오페이지 및 다음웹툰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웹툰과 일본 현지 작품과의 교차 공급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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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기다리면 무료’ 서비스로 일정 기간 무료 제공

카카오페이지와 다음 웹툰 주요 작품 제공

광고 없이, 로그인 없이 콘텐츠 열람 가능

주요 작품
복수의 독기, 달빛조각사, 좋아하면 울리는, 사역소, 

황제의 외동딸, 사에이즘 등

과금제도 앱 내 스토어 구매

열람 방식 좌우 터치 및 상하 스크롤형

만화앱 이미지

 

자료: 각종 미디어 종합

나. 서비스 현황 

○ 픽코마는 일본 출판만화와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에서 검증된 웹툰을 동시에 제

공하며, 앱 내 수록 작품은 100건 이상

○ 픽코마의 대표적 마케팅 슬로건으로 자리잡은 ‘기다리면 무료(待てば0円)’를 통해 초기 

콘텐츠 구독을 용이케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음 회차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유도

○ 콘텐츠는 티켓 단위로 결제하며, 티켓은 코인 충전으로 구입 가능

Ÿ 만화별로 매당 티켓 가격은 상이하며, 통상 30코인 대에서 100코인이 넘는 경우도 있음

Ÿ 코인은 1코인 당 1엔으로, 100코인 단위로 구매가 가능

Ÿ 이외 이벤트 참여 시 일종의 쿠폰인 ‘가차티켓(ガチャ券)’을 통해 다양한 금액대의 코
인을 획득할 수 있음

○ 권 단위 과금이 아닌 책을 장으로 분할하여 사용자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접근법을 통해 단

기간에 매출을 끌어올림

○ 광고 없이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격적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서비스 런칭 이후 1년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면에서 코미코와 GANMA!를 바짝 뒤쫓기 시작

○ 픽코마는 일본 시장의 성공을 토대로, 중국 최대의 메신저 앱인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타진 중

다. 주요 마케팅 방안

○ 2017년 여름에는 무로츠요시(ムロツヨシ)라는 일본 코미디언을 TV 광고에 활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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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만화 업계에서는 유례없는 수준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중

6) GANMA!

가. 플랫폼 개요

○ GANMA!는 Septeni라는 인터넷 광고 기업의 자회사이자 만화앱 전문 개발사인 코믹스마

트(ComicSmart)가 운영하는 만화앱으로 2016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

Ÿ 2017년 7월 시점 누계 700만 다운로드 돌파

Ÿ 모회사인 Septeni는 게임앱도 개발하고 있으며, 만화앱 시장 진입이 IP 사업을 위한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DeNA와 유사한 특징을 공유

○ GANMA!는 사업 초기부터 만화 이용 패턴에 대한 분석과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작가들에게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작품 제작을 유도

○ 코믹스마트는 단순히 앱 개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화가 육성과 배출을 목적으로 하

는 지원 프로그램 전문 사이트 및 앱인 ‘Route M’도 함께 운영

Ÿ 신인만화 작가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Route M은 2017년 하반기 시점 약 100명의 만화가
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화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장비를 완비한 스튜디오를 만화가에게 제공

Ÿ Route M에서는 만화 인기도를 5단계로 나누며, 인기도가 향상됨에 따라 지원금이 올라가
고 전속 어시스턴트를 붙여 주거나 각종 미디어 프로듀싱도 제공

Ÿ Route M의 지원을 받는 만화가들은 자연스럽게 GANMA!를 통해 자신의 만화를 투고할 
수 있으며, GANMA!에서도 인기 랭킹이 오르면 지원금 이외에도 만화가의 보수가 동반 
상승하는 형식을 띠고 있음

나. 서비스 현황

○ GANMA!의 누적 연재 작품은 200개 이내로 추산되며, 2017년 7월 시점 현재 게재 작품 

수는 90개 이상

○ GANMA!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디어 규모와 

앱 수익 공히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Ÿ 2017년 7월 말 시점 GANMA!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777만 건을, 페이지뷰는 47억
8,000만 건을 각각 기록

Ÿ 앱 수익은 2016년 1분기 대비 10배가 늘어난 수치

○ GANMA!앱의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와 함께 인기 작품의 단행본 발간, Kindle 등 전자책이

나 애니메이션 등 여타 매체로 재판매 등

Ÿ 코인, 티켓 등 앱 내에서의 과금은 없으며 모든 작품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

Ÿ 광고는 보상 광고 외에, 광고에 GANMA! 작품의 캐릭터가 나오는 ‘캐스팅 광고’,  
GANMA! 메인화면에 대형 동영상 패널 화면으로 광고를 하는 ‘동영상 광고’ 등을 활용

Ÿ 이들 광고 크리에이티브들은 광고 개발사인 모회사의 강점을 살려 재미 요소를 가미하여 
광고조차도 ‘콘텐츠화’하며 독자의 불편을 최소화

○ 회원 등록을 하지 않고도 모든 작품을 무료로 볼 수 있으나, 작품 평가나 코멘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회원 등록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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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와 작가가 함께 작품을 제작하는 관행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출판사와 

유사한 제작 성격을 지님

다. 주요 마케팅 방안

○ 2017년 2/4분기에는 TV 광고를 포함하여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서며 실적을 크게 견인

○ GANMA!는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매 작품의 마지막에는 독자가 자유롭게 코멘

트를 달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

7) 플랫폼별 특성 비교

가. 인기도/이용도

○ Impress종합연구소의 무료 만화앱에 대한 인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1, 2위에 랭크

된 서비스가 NHN이 출자한 ‘코미코’와 ‘LINE 만화 무료 연재’

순위 만화앱 인기도

1 코미코 24.0%

2 LINE 만화 무료 연재 20.0%

3 슈에이샤(集英社) 소년점프+ 13.7%

4 쇼가쿠칸(小学館) 망가원 11.8%

5 pixiv 코믹 9.6%

6 코미코 PLUS 9.5%

7 GANMA! 7.8%

8 Yahoo! 북스토어 6.6%

9 DeNA 만화박스 6.6%

10 Kindle 무료 만화잡지 5.6%

<표 Ⅲ-2-8> 2016년 일본 만화 앱 인기도 현황

* 복수 응답/n=1026 ** 굵은 글씨체는 국내 만화앱
자료: Impress종합연구소, 2017

○ 또한 시장조사기관 Nielsen에 따르면, 2017년 2월 시점 LINE만화와 코미코는 앱 이용자 

수면에서 각각 279만 명과 260만 명을 기록하며 일본 1, 2위를 나란히 기록

○ 2017년 2월 시점 일본에서는 LINE만화, 코미코, 망가원, 망가복스, 소년점프+, GANMA! 

등 6개 서비스가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층을 확보

Ÿ 특히 이들 서비스는 2016년 9월 이후 꾸준한 수요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함

Ÿ 이외 1인당 월간 이용 횟수(세션 수)와 회당 이용 시간을 보면 상위 3개사의 만화앱은 한 달
에 약 20회, 4위 이하의 앱은 10회 이상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 시간도 6∼9분 정도로 조사됨

나. 플랫폼별 고객 특성

○ 만화앱 이용 현황

Ÿ 앱 이용자의 성별 구성비를 보면 LINE만화와 코미코는 여성 이용자 비율이 65%로 나타
난 반면, 망가원, 망가복스, 소년점프+는 남성 이용자 비율이 60%를 넘어선 대조적 결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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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7] 만화앱 성별 및 연령대별 이용 현황: 2017.2

자료: Nielsen Mobile NetView, 2017

Ÿ 일본 내 만화앱 이용자 수가 상위 3사 공히 20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만화앱이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

○ 상위 랭크 만화앱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층의 경우 여고생과 여대생을 중

심으로 만화앱 소비자층이 폭넓게 형성 중

Ÿ MMD연구소의 보고서20)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만화앱을 사용하고 있는 여고생과 여대생
은 만화앱 이용률이 각각 24.4%(7위)와 21.8%(10위)를 차지했으며, 만화는 스마트폰으
로 즐겨 이용하는 10대 서비스의 하나로 지목

○ LINE의 스마트폰 만화 이용과 관련된 연령별 조사에서는 전 연령대에 걸쳐 LINE만화가 1

위를 차지

Ÿ 이 중 20대와 40대는 각각 코미코와 Kindle이 공동 1위를 차지

[그림 Ⅲ-2-8]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만화 서비스

자료: LINE(2017.3)

○ 자체 콘텐츠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위 3대 만화앱인 코미코, 픽코마, GANMA!

20) 女性のスマートフォン利用実態調査, MMD연구소,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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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비교해 보면, 시장을 주도해 오던 코미코가 2017년 이후 

GANMA!와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으며, 픽코마 역시 양사를 바짝 추격 중

Ÿ 성별로 살펴보면 코미코는 여성 이용자를 중심으로 두터운 사용자층을 형성하고 있음

Ÿ 그러나 GANMA!의 여성 이용자 수가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픽코마는 2017년 
하반기 이후 GANMA!를 앞질러, 국내 웹툰들이 여성 이용자층에 대해 보다 높은 소구도
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Ÿ 이 같은 차이는 GANMA!가 호러물에, 코미코와 픽코마는 드라마와 연애물에 주력하고 있
듯이 각사마다 주력 장르가 상이한 데서 기인함

[그림 Ⅲ-2-9] 일본 만화앱 주요 3사 간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추이

자료: App Ape Analytics(2017.8)

8) 디지털 만화 비즈니스 모델 비교

○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완전무료형, Free-2-Play(F2P)형, 판매

형 및 정액제로 발전 중

○ 이 중 기보유 콘텐츠 기반이 취약한 플랫폼이나 신규 시장 진입 플레이어들은 완전무료형

이나 F2P 방식 등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살린 보다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는 경향

○ 이를 견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메이저 출판사들은 소년점프+, 망가원 등의 플랫폼에

서 F2P 방식을 채택하며 적극적인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

6. 웹툰시장 현황

6.1. 웹툰을 보는 시각

○ 일본 만화업계는 웹툰을 자국의 디지털 만화와는 다른 한국식 디지털 만화 체계로 인식하

고 있었으며, 기존 만화 시스템에 디지털을 결합한 자신들의 체제를 우선시하고 웹툰에 대

해서는 관망하는 태도였음

Ÿ 90년대 후반에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이 시작되고 일본 만화업계는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찾으려 애쓴 바 있으나 결국 단행본을 판매하여 이윤을 낸다는 수익 모델에 큰 변화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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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으며, 디지털로 팔리는 작품도 에로로 한정되어 있는 등 한계에 직면

Ÿ 이런 한계 극복의 해결책으로 최근 일본 업계가 선택한 시스템은 일본의 전통적 잡지시스
템에 디지털 합리성을 결합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쇼가쿠칸의 ‘망가원’ 서비스임

Ÿ 망가원은 매일같이 들어오는 독자들의 작품에 대한 인기투표를 작품인기의 바로미터로 삼
는데, 이는 잡지만화 시스템의 앙케이트 조사를 스마트폰 환경에 맞게 변형한 것임

Ÿ 완전히 디지털 디바이스에 어울리는 만화 독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만화 독자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하여 흑백에 컷 연출이 살아있는 형태로 만화들을 서비스
하고 있고, 이를 일본 디지털 만화의 성공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 만화업계의 디지털 대응과 달리 전면적인 웹툰을 도입하려한 코미코의 시도가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자, 웹툰을 이질적인 한국의 시스템이 아닌 적극적

인 벤치마크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

6.2. 웹툰 시장 규모

○ NHN코미코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일본 전체 만화 시장은 4,454억 엔(한화 약 4조 5,000

억원) 규모이며 이 중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로 추정됨

Ÿ NHN코미코의 주장대로라면 일본 웹툰 시장 규모는 약 4,500억 원인데, 현재 일본에서 웹
툰 서비스를 실제로 주도하고 있는 곳은 코미코 한 곳임을 감안하면 액면대로 받아들이기
는 어려움 수치임

Ÿ NHN코미코의 분기별 매출액은 약 100억 원, 연간 400억 원 규모임

6.3. 웹툰 시장 성장요인

○ LINE 망가, DeNA 망가복스, NHN 플레이아트의 코미코(comico) 등의 온라인 만화 플랫

폼에서는 이미 대형 출판사의 소년 만화잡지의 발행 부수보다 높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

며 한국형 웹툰 포맷을 표방한 만화 시장의 새로운 저변을 확대 중

Ÿ 2017년 7월 시점 슈에이사, 쇼가쿠칸, 코단샤 등 대형 출판사는 물론 중소 출판사와 
LINE 등 IT업계에서 출시한 만화 애플리케이션이 275개로 집계

○ 이처럼 국내 기업들로부터 시작된 웹툰 바람은 전통적 만화 출판사들의 디지털 만화 시장

에 대한 태도를 보다 공격적으로 탈바꿈시키기 시작

Ÿ 2017년 9월 초 고단샤가 무료 일러스트 사이트인 pixiv라는 회사와 제휴해 새로운 만화앱
을 올해 안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

Ÿ 스퀘어에닉스는 ‘망가업’이라는 앱을 개발하여 2018년 매출 목표를 5억 엔으로 설정

Ÿ 쇼가쿠칸의 망가원은 2017년 6월부터 기존 만화에서 연재된 작품의 컬러화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세로 스크롤로 읽을 수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 추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웹툰의 

유료화를 천명

6.4. 주요 웹툰 플랫폼

1) 웹툰 전용 플랫폼 ‘코미코(Comico)’

가. 플랫폼 개요

○ NHN Japan이 운영하는 코미코(comico)는 스마트폰에 특화된 풀컬러 세로 스크롤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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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본에 웹툰을 들여온 선도적 기업

○ 여타 경쟁 만화앱들과 차별화되는 코미코만의 전략은 모든 콘텐츠가 코미코를 통해서 최초

로 제공되는 원작 콘텐츠라는 것

○ 코미코는 자체 만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자사 플랫폼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만화

가 공급 생태계 강화 전략을 구사

Ÿ 코미코는 종합학원 휴먼아카데미 등과 함께 ‘comico마스터 연재 코스’ 강의를 개설하
여, 1년 코스로 디지털 만화의 기초와 최초  작품 기고를 목적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
공하여 만화가 지망생들에 대해 공식 작가로의 성장을 후원

○ 특히 코미코 소속 작가들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피드백을 연재만화에 반영

Ÿ 실제 작품의 마지막에 달린 코멘트를 통해 해당 작품의 작가는 후속 연재 작품의 내용이나 
전개 방향을 수정하는 일도 자주 있음

나. 서비스 현황

○ 코미코는 현재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스페인의 5개 언어로 웹툰 서비스를 제공

Ÿ 주 이용층은 16-29세의 젊은층이 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비율이 62%
로 남성보다 더 많은 편

○ 코미코는 2016년 11월 이후부터 렌탈 티켓(レンタル券)과 응원 포인트(応援ポイント) 기

능을 추가하며 부분적인 유료화를 단행

운영사 NHN comico

서비스 개시 2013년 10월

 수록 작품 수 16,000건 이상

주요 특징
오리지널 작품 중심(일단위 갱신)

고객 피드백이 작품이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주요 작품 ReLIFE

과금제도 포인트 제도, 120엔부터 구입 가능

열람 방식 상하 스크롤형

만화앱 화면

<표 Ⅲ-2-9> 코미코 서비스 개요

자료: 각종 미디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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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 출판만화 진출 현황

7.1. 진출 배경 및 성과

○ 2000년대 이후 양경일/윤인완의 신암행어사를 기점으로, 박성우, 김병진, 이유정 등이 일본 

주요 출판사 만화잡지 연재물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

○ 2007년에는 고단샤의 ‘신의 물방울’의 한국 판매량이 일본을 추월하며 일본 만화 출판 

업계는 한국 만화 업계와 작가들의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

Ÿ 드물기는 하지만 메이저 만화 출판사에 연재 중인 작가로는 2002년부터 일본 만화계에서 
활동을 시작한 박무직(일본 필명 Boichi)이 있으며, 2017년 소년점프에서 아이실드21의 
스토리작가 이나자키 리이치로와 함께 닥터 스톤이라는 작품을 연재 시작

7.2. 주요 수출입 에이전시

1) 일본 에이전시

에이전시명 홈페이지 전화 팩스 담당자 이메일

주식회사CORK
http://corkagency.

com/
+81-3-6712-6750 +81-3-6712-6751

info@corkagency.

com

야마다기획사무소
http://www.yamad

a-kikaku.com/
+81-72-782-0164 -

yamada@yamada-

kikaku.com

Verrocchio 

Agency

http://verrocchio.j

pn.com/
+81- +81-

http://verrocchio.j

pn.com/contact/

2) 국내 에이전시

에이전시 명 주력 도서 분야 담당자 전화번호

와이랩 청소년만화, 성인만화 윤인완 대표 02-334-4222

넥스큐브
청소년만화, 학습만화, 

성인만화
최신혜 대표 02-3446-6267

신원 에이전시 소설, 아동, 만화 김순응 회장 02-335-6388

더 에이전시 아동, 그림책, 학습만화 유정림 실장 02-326-0228

오렌지 에이전시 아동, 그림책, 학습만화 박정연 대표 031-262-8623

한 에이전시
그래픽노블, 만화, 아동만화, 

그림책 등
한소원 대표 070-7768-0382

울 리터러리
어린이 그림책, 

그래픽 노블
김서우 팀장 070-7649-4948

모모 에이전시 아동, 문학, 학습만화 한희진 대표 010-9081-9865

북존 에이전시
학습만화, 한국미술사, 

유아영어교재, 아동
노태수 대표 02-529-0943

캐럿코리아 에이전시
아동, 그림책, AR BOOK, 

학습만화
백은영 대표 02-338-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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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불법 복제 대응 현황

○ 불법 콘텐츠 자국 내 유입 및 유통 단속

Ÿ 모방품 및 해적판의 불법 국내 유통 단속을 강화(경찰청)

Ÿ 지적재산 침해 물품 수입 금지를 위해서 권리자와의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단속을 실시
(재무부)

8. 한국 웹툰 진출 현황

8.1. 진출 작품

○ 일본에서는 코미코가 한국인을 비롯한 웹툰 작가 발굴과 양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업자 중의 하나

Ÿ 특히, 매년 국가별로 ‘코미코 공모전’을 진행하며 다양한 웹툰 작가들을 발탁하고 있으
며, 일본에서는 자체 작가 발굴 이외에도 한국 코미코에서 인기가 검증된 작품들을 일본 
웹툰으로 제공하고 있음

○ 픽코마에서는 2017년 11월 기준 누적 좋아요 횟수가 144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사랑하

는 앱(Love Alarm)’을 연재한 천계영이 독자층의 호평을 얻고 있으나, 한국 작가들의 작

품 수는 매우 제한적인 편

1) 한국 웹툰 선호 장르

○ 일본에서 선호하는 웹툰 장르는 웹툰 전문 플랫폼인 코미코의 이용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

이 65%로 타 만화 앱 대비 압도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반적으로는 여성 독자 비중이 일본 웹툰 수요에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 젊은 독자층

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주제로써 ‘연애’와 ‘결혼’도 높은 선호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

○ 한편, BL(Boy’s Love) 장르는 성인물의 니치 장르로서 일정 부분 수익성과 롱테일 고객 

수요 확보는 가능하겠으나, 대중적 독자 기반이 취약한 것은 한계로 지적

2) 한국 웹툰에 대한 일본 현지의 평가와 대응

○ 국내에서 높은 작품성과 상업성 인정받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일본 시장에서도 각별한 관심

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일본에서 발달된 고도의 문법체계나 서사 구조 등의 면에서 일본 출판만화 업계에

서는 국내 만화가들의 자국 시장 진출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 상황

○ 웹툰 시장 초창기에서는 출판 만화에 비해 ‘만화 문법’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했으나 최근 

웹툰이 갖는 고유의 심플한 컬러 기반의 전달 방식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고 있음

8.2. 웹툰 수출 프로세스

○ 웹툰 수출 역시 기본적 성격은 출판만화 수출과 동일하게 지적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 작

성권>이라는 권리를 수출하는 것인데, 디지털 콘텐츠의 수출이므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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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출판만화 수출에서 수출처의 출판사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한국의 웹툰 플랫폼인데, 외국
의 웹툰 플랫폼이 보통 한국 웹툰 플랫폼을 모니터링 한 후 수입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한국 웹툰 플랫폼에 컨택을 하기 때문

8.3. 비용 및 수익구조

1) 수출 비용 구조

○ 출판만화 수출과 마찬가지로 웹툰 수출에서도 번역비용이 발생하며, 협의에 의해 수출처가 

부담 혹은 양자가 분담하기도 하나 일본 코미코의 경우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음

Ÿ 코미코의 경우 자회사인 NHN 플레이아트의 후쿠오카 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번역을 책
임지고 있으므로 한국측이 샘플 번역을 제공해야 할 필요는 없음

2) 수출 수익 구조

○ 출판만화 수출에서 선인세를 지급받고, 이후 판매부수에 따른 인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

로, 웹툰 역시 선인세에 해당하는 MG(Minimum Guarantee)를 받고 이후 유료 결제에 대

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음

8.4. 주요 수출 에이전시

○ 해외 온라인 전송권을 보유한 에이전시나 웹툰 플랫폼이 웹툰 수출의 에이전시 역할을 담

당하게 됨

Ÿ 최근 들어 웹툰 플랫폼들이 연재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외 온라인 전송권을 일괄 양도받는 
경우가 많아 점차 에이전시의 역할은 축소되고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임

9. 만화 창작환경

9.1. 제작 환경 및 작업 유형

○ 만화 전문 매체인 Mannaivi가 2017년 3월에 실시한 만화가 디지털 만화 제작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화가의 57.8%가 완전 디지털 기반으로만 만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응답21)

Ÿ 일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37.6%로, 아날로그만으로 만화를 제작하는 응답
자는 4.6% 존재

Ÿ 프로 만화가의 경우 디지털 채택률이 72%에 달했고 일부 디지털은 27%로 응답해 아날로
그로만 작업하는 응답자는 1%에 불과

9.2. 주요 창작 집단

○ 문화청이 인쇄 출판 단행본의 저자 수를 기준으로 발표한 통계치22)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10년 시점 약 7,200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

Ÿ 만화 어시스턴트의 수는 가장 최근 통계인 2009년 집계치에 따르면 23,174명

○ 만화 발행 출판사 수는 인쇄 출판된 단행본 출판 회사 수를 기준으로, 2007년 221개사로 

21) プロ漫画家の7割がフルデジタル！？－漫画家デジタル制作実態調査アンケート（漫画家編）,

Mannavi, 2017.4.25

22) メディア芸術情報拠点・コンソ\ーシアム構\築事業, 文化庁, 2010. 이후 통계는 미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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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차츰 감소세를 보이며 가장 최근 통계치인 2010년은 195개사

로 줄어듦

○ 한편, 출판사 수와 정기 발행의 만화잡지 수를 토대로 추산할 경우 일본 내 만화 편집자 수

는 약 2,000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예상

10. IP 비즈니스 환경

10.1. IP 활용에 대한 인식

○ 일본은 망가-아니메의 결합 모델을 통해 IP 비즈니스를 일찍부터 전개해 왔는데, 국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OSMU의 맥락과 달리 일본의 IP 비즈니스는 철저히 만화의 수익 증대

에 초점을 두고 있음

Ÿ 보통 일본에서 만화 IP 개발을 통한 사업계획을 잡을 때 4년을 주기로 잡는데, ‘기획입안
-위원회 조직-자금모집 및 제작-회수’까지 계획을 세우게 됨

Ÿ 이 계획을 통해 어느 시점에서 만화를 밀지, 애니메이션을 밀지를 사전에 결정하여 전체적
인 매출 극대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대체로 초점은 만화 수익의 극대화에 있음

10.2. 만화의 IP 전환 사례

○ 대표적인 만화의 IP 전환은 애니메이션화인데, 일본은 단행본 판매 모델이 확실히 자리 잡

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수익의 도구가 아니며 철저히 단행본의 수익 극대화의 도구

로서 활용함

Ÿ 일본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때 회당 판권료는 10만 엔 정도밖에 안 돼 기대할 수 있
는 총 판권료는 100만 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이유는 단행본이라는 
확실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팅 효과를 위한 것임

Ÿ 만화가 TV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 대략 6개월 정도 방송이 되는데, 이는 단행본 효과
에 가장 이상적인 마케팅 수단이 되며, 대체적으로 방송 기간 동안 단행본 판매 실적은 
300% 정도 증가함

Ÿ 일본의 망가-아니메 OSMU 전략은 치명적 단점이 있는데 부스팅 효과 후에 급속한 매출 
하락이 벌어진다는 것임

Ÿ 실제로는 애니메이션 종료 후에도 만화는 계속 연재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연재가 끝난 걸
로 생각해 흥미가 급속히 줄게 되고 결국 만화 매출이 확 떨어지게 됨

Ÿ 애니메이션화의 또 다른 단점은 노동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것으로, 일본 만화가들은 수
익이 줄더라도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것을 기피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음

10.3.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 일본의 만화업계는 비교적 최근의 IP 비즈니스 개념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보다는 전

통적 개념의 ‘IP 리마스터링’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Ÿ 일본의 만화 IP들은 60여년 이상 된 것들이 많고, 출판사들은 이들 IP를 매체의 변천에 맞
게 계속해서 리마스터링하는 방식으로 IP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음

Ÿ 중국의 IT 사업자들과 코미코 등 한국 IT 기업들이 웹툰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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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결국은 원천 IP를 확보하려는 것인데, 이 때 모델로 삼은 것이 일본 만화산업임

10.4. 주요 미디어 믹스 플레이어

○ 미국에서 마블과 DC 코믹스가 출판사인 동시에 영화사이듯, 일본의 3대 만화출판사들도 

기본적으로 미디어 믹스 사업자로 볼 수 있음

○ 일본의 사업자 외에 최근 일본 만화 시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업자는 미국의 비디오 스

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Netflix)’로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 대대적인 투자를 

공표한 바 있음

Ÿ 넷플릭스는 2017년 3월 아니메재팬 2017에서 <설하의 맹세>, <진격의 거인 시즌2>, <아
톰 더 비기닝> 등이 서비스 될 것임을 알렸으며, 페이트 시리즈의 시즌오프인 <페이트 아
포크리파>를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기로 결정하였음

Ÿ 2017년 8월2일, 넷플릭스는 일본 도쿄에서 넷플릭스 ‘아니메 슬레이트’를 열고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선포하였음

Ÿ 일본 만화업계가 애니메이션을 단행본 만화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에 비해, 넷플릭스는 오
리지널 콘텐츠 확보 관점에서 애니메이션에 접근하기 때문에 일본 애니 제작업체들은 넷
플릭스에 매우 우호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음

Ÿ 향후 넷플릭스의 사업 행보에 따라 일본 망가-아니메 업계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됨

11. 만화 팬덤 문화

11.1. 만화 팬덤의 유형 

○ 일본은 세계 최대의 만화시장 규모를 형성한 만큼이나 매우 탄탄한 만화 팬덤 문화의 기반

을 형성하고 있음

○ 일본 만화 팬덤에서는 취미나 성향을 공유하는 동호인들끼리 만화 동인지를 기획·집필·

편집·발행하는 동인지(同人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Ÿ 일본의 동인지는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와 취향을 중심으로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

Ÿ 동인지에서 발행되는 만화책은 정식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동인지즉매회(同人誌即売
会)’라는 만화 동인지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통해 배포, 판매되는 경우가 
일반적

Ÿ 이 중 가장 대표적 동인지즉매회인 코믹마켓은 이미 세계적인 만화 페스티벌로 자리 잡으
며 아마추어 만화가들과 만화 오타쿠들, 만화 캐릭터 코스프레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어울

리는 대규모 만화 장터이자 축제의 장을 제공

11.2. 만화 페스티벌

1) 코믹마켓

○ 코믹마켓(コミックマーケット, 일본에서는 코미케토 또는 코미케라고 불림)은 일본 도쿄의 

동경국제전시장에서 매년 8월(나츠코미)과 12월(후유코미), 연 2회 개최되는 만화축제

Ÿ 1975년 메이지대학 아마추어 대학생들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동아리(서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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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가 3만, 일반 참가자 수가 60만 명에 육박하는 세계적 이벤트로 성장

○ 코믹 마켓은 동인지 전문 제작모임이 자체 제작한 만화 콘텐츠를 전시 배포하는 것은 물론, 

애니메이션, 게임과 음악 아이돌 그룹, 코스프레 의상, 수제 액세서리, 애견 등 다양한 대중

문화까지 한 자리에 모이는 문화 팬덤 현상으로 자리매김

2) COMIC1

○ COMIC1(코믹이치(こみっくいち)로 읽음)은 2005년까지 개최되었던 Comic Revolution 

참여 스태프를 중심으로 새롭게 꾸려진 일본 만화 이벤트

Ÿ 행사는 매년 4월말과 5월초 사이인 골든위크를 즈음해서 개최되고 있으며, 2017년은 최
초로 가을인 10월에 개최

11.3. 온라인 커뮤니티

○ 두터운 만화 팬덤을 보유한 일본 만화 시장은 인터넷 포털과 만화 전문 뉴스 사이트는 물론 

망가 오타쿠와 같은 개인들에 의해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고급 만화 관련 정보들이 유통

되고 있음

명칭 특징 URL
만화커뮤니티(漫画コミュニティ) 만화 정보 포털 http://xn--com-3r6gu2x.jp/

오타쿠뉴스 트위터 연계 만화 평가 커뮤니티 http://otanew.jp/archives/cat_133321.html

Natalie 만화 뉴스 매일 전송 http://natalie.mu/comic

Naver 마토메(정리) 네이버가 간추린 만화 소식 https://matome.naver.jp/odai/2138053067746317201

망가 스타일 비주류 만화 정보 http://manga-style.jp/

망가나비 만화랭킹 공유 https://manganavi.jp/

망가전권.com 염가에 시리즈 전권 구매 가능 https://www.mangazenkan.com/

마이릴리즈
만화 타이틀과 작가별 발매일 

업데이트
http://my-release.info/

망가코믹발매일일람 월별 만화 발매일 확인 https://calendar.gameiroiro.com/manga.php

코믹블로그무라
인기만화 랭킹을 포함한 각종 만화 

정보
https://comic.blogmura.com/comic_info/

망가라이브러리
월별 신간 만화 및 추천작 정보 

제공
https://www.mangalibrarysite.com/

망가정보국 만화 관련 컬럼 http://www.amgakuin.co.jp/contents/comic/column/

<표 Ⅲ-2-10> 일본 주요 온라인 만화 관련 웹사이트

자료: 스트라베이스



89

3절 중국 시장의 이해

1. 자국 만화의 전통

1.1. 만화를 보는 시각

○ 중국에서 만화는 애니메이션의 지류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정부 정책이나 산업통계 

수치자료에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동만(动漫)23)’이라는 한 카테고리로 묶어 통용

○ 각각 2014년과 2015년 개봉한 <십만개냉소화(十万个冷笑话)>, <몽키 킹(Monkey King)> 

등 실사영화 못지않은 흥행을 기록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애니메이션이 

성인 관객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업계에서도 성인 관객을 타깃으

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에 주력하기 시작 

Ÿ 특히 만화는 ‘IP 원년’으로 불리는 2015년을 전후로 중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 일어난 
IP 각색 열풍에 힘입어 원천 콘텐츠로서 산업적 발전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Ÿ 중국 만화산업이 본격적인 시장화에 진입한 시기는 2000년 이후로 2013∼2014년 웨이
보를 비롯한 SNS의 발달, U17 등 웹툰 플랫폼의 성장으로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음

[그림 Ⅲ-3-1] 중국 만화산업의 발전현황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콘텐츠산업동향’ (2016.23호)

1.2. 만화 유형

○ 2000년대 중반부터 U17를 시작으로 콰이칸만화, 텐센트동만, 부카 등 중국 웹툰 플랫폼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출판만화의 대비 개념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만화를 ‘온

라인 만화(网络漫画)’라고 지칭

Ÿ 온라인 만화를 읽기 방식에 따라 ‘페이지 만화(页漫)’와 ‘세로 스크롤 만화(条漫)’로 
분류하며, 풀컬러의 세로 스크롤 만화가 사실상 중국 온라인 만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23) ‘애니메이션(动画)’과 ‘만화(漫画)’를 줄여서 지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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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온라인 만화가 웹툰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24)

1.3. 만화 독자

○ 중국 만화 시장은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으로 출판만화 시장에서 웹툰으로 빠르

게 재편되고 있으며, 출판만화 독자가 웹툰으로 이탈하고 있는 양상

Ÿ 시장조사기관 아이리서치(iResearch)에 따르면 중국 웹툰 독자수는 2017년 1억 명에 육
박할 전망이며, 향후 웹툰 수 증가와 작품 수준 향상, 만화 플랫폼의 발전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

Ÿ 그러나 중국 문화 콘텐츠 소비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한 ‘2차원25)’이 1020세대의 주
류 문화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차원 콘텐츠 이용자가 웹툰 독자와 성향 면에서 공
통분모가 존재해 향후 웹툰의 잠재 독자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관측  

Ÿ 2차원 콘텐츠 이용자를 어떻게 만화 독자로 전환시키느냐가 만화 업계의 장기적인 과제로 지목

○ 주목할 점은 이전 세대에 비해 디지털 소비에 개방적인 ‘지우우허우(95后)26)’가 중국 

만화의 핵심 독자로 부상한 것으로 만화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확산 중 

Ÿ 지우우허후는 개혁개방 초기에 성장한 바링허우(80后·1980년대 출생자)와 비교해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 다양한 문화와 디지털 환경을 접하며 자란 세대로서 개성과 오락을 중시하는 성향
이 뚜렷하며, 뉴미디어 콘텐츠 소비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차세대 콘텐츠 소비 주력군으로 부상

Ÿ 웹툰은 대중적 속성을 지닌 전통 출판만화와 달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개성화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우우허우의 콘텐츠 소비 성향에 부합

항목 80허우 만화 독자 95허우 만화독자

이용행태
·망가 위주로 만화를 이용한 세대로 

망가의 영향을 받아 페이지 형태의 
흑백만화를 선호

·어릴 때부터 멀티미디어와 
컬러영상을 접하며 성장해 
컬러만화를 선호

·성장하면서 주로 이용하는 
만화장르도 변화 
(예: 이용 장르가 소년, 열혈에서 공포, 
스릴러 등으로 확산) 

발전기회

·고전 만화의 파생상품을 선호하며 
기존 만화에 대한 향수가 깊어 
새로운 만화를 수용시키기가 
어려움

·만화 독자층이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미 이탈한 독자도 있기 때문에 
신규 독자 발굴이 어려움  

·95허우와 00허우인 학생층 사이에 
만화를 보는 분위기가 짙기 때문에 
신규 독자 발굴이 용이하며 발전 
기회가 거대

<표 Ⅲ-3-1> 중국 ‘80허우’와 ‘95허우’ 만화 독자의 특징 비교

자료: iResearch(2016.11)

○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웹툰 독자는 여성이 67%로 남성보다 우위를 차지

Ÿ 24세 이하가 전체 웹툰 독자의 48.58%로 가장 많지만 최근 문화 콘텐츠 시장의 IP 열풍

24) 이하, 중국의 ‘온라인 만화’를 ‘웹툰’으로 통칭함

25) 일본에서 2차원을 뜻하는 용어 ‘니지겐(にじげん)’에서 비롯되었는데,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3차원과 대비되는 개념임. 일본의 게임, 만화, 애

니메이션이 2차원의 가상 세계를 주로 배경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통상 ACGN 콘텐츠를 2차원으로 통칭

26) 1995년 이후 출생자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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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화 IP와 다양한 콘텐츠로 확산되고 있어 직장인 독자도 점진 증가 

Ÿ 실제 중·고소득층의 비율이 39.1%에 달해 향후 잠재적인 팬 경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

1.4. 선호 및 금기 장르

○ 중국 만화 독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만화 장르는 로맨스와 모험으로 특히 웹툰 시장

에서 잘생긴 재벌 남자와 순수한 소녀의 로맨스를 그린 웹툰이 비교적 높은 조회수와 유료

화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Ÿ 2017년 11월 기준 텐센트동만의 인기 만화 TOP60 중 12편이 이러한 ‘회장’, ‘귀
족’을 키워드로 하는 작품이며, 아이치이 만화(爱奇艺漫画)에서도 인기 만화 TOP10 중 
6편이 이른바 재벌 남자 주인공을 내세운 로맨스 작품으로 조사 

Ÿ ‘재벌남’ 웹툰의 주요 독자는 소녀인데, 이들은 소득 능력이 낮지만 디지털 콘텐츠 결제
습관이 양호하기 때문에 웹툰 소비를 주도

Ÿ 그러나 ‘재벌남’ 웹툰은 게임으로 각색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영화나 드라마화한 후 흥
행에 성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존재

○ 한편 동성애 코드가 만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소설 등 콘텐츠 시장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

를 모으고 있으며, 일부 웹툰 플랫폼은 동성애 만화장르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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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2] 중국 만화 독자가 선호하는 소재

자료: Sotoo Research(2017.10)

○ 중국 정부는 폭력·음란·공포 등 건강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만화 및 애니메이션 창작과 유통을 금지

Ÿ 일례로 중국 문화부는 2015년 6월 <진격의 거인>, <도쿄 구울2> 등 지나치게 공포적인 
내용이나 미성년자의 위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음란성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
을 유통한 동영상 스트리밍 29개 업체에 대해 경고, 벌금, 운영 중단 등의 처분을 단행

1.5. 타국 만화 수용도

○ 1990년대만 해도 중국 만화 시장에 자국 만화 콘텐츠가 부족해 해외 만화, 특히 일본 망가

가 시장의 약 80%를 장악

Ÿ 중국 사회 전반에 중화사상이 뿌리 깊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중국의 핵심 만화 독자
인 지우우허우가 해외 문화에 개방적이며, 만화 자체의 재미와 스토리를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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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가의 영향력

2.1. 망가 확산 배경

○ 1980년대 TV의 대중화에 따라 <아톰>27)을 시작으로 <도라에몽>, <세인트 세이야>, <드

래곤볼> 등 일본 망가와 애니메이션의 이용 저변이 빠르게 확산

Ÿ 1990년대 중순부터 현재까지 망가의 영향을 받은 중국 만화가들이 일본 망가의 문법과 중
국적 소재의 접목을 시도

○ 인터넷과 PC가 보급된 2000년대 후반까지 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일본 망가의 해적판

이 불법 유통

2.2. 망가 수입 현황

○ 일본의 주요 출판사들은 중국에 법인을 세운 후 자사의 만화를 중국에 출시하는 방식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

Ÿ 중국의 망가 수입에 관한 통계자료를 구하기 어렵지만, 망가가 자국 만화 시장의 90%를 
장악한 대만에 비해 중국 만화 시장은 최근 중국 만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망가의 점유율
이 낮아지고 있으나, 확실한 장르로 자리 잡으며 안정적인 소비층을 확보하고 있음 

2.3. 망가의 독자

○ 현재 중국의 80허우와 90허우, 00허우가 망가의 주요 독자로서, 망가의 영향력은 AGN을 

포함한 2차원 문화 형성으로 이어짐

Ÿ 이 중 중국 경제·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80허우는 어릴 적 즐겨봤던 일본 애니메이션
과 만화에 대한 향수로 망가를 소비하며, 과거 해적판 만화에서 서서히 정품 만화로 전환

2.4. 인기 망가 장르

○ 시장조사기관 아이리서치(iResearch)에 따르면 2016년 중국 만화 이용자가 최근 3개월 

내 가장 자주 이용한 일본 망가 소재는 열혈, 추리, 코믹 순으로 조사

Ÿ 중국 만화 이용자가 가장 자주 이용한 중국 만화 소재는 패러디28), 고전, 코믹 순으로 나
타나29) 중국 만화가 일본 망가와 서로 다른 스타일을 형성하며 발전 중인 것으로 분석됨

3.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3.1. 모바일 인터넷 보급 현황

○ 중국 정부가 ‘인터넷 플러스30)’ 정책을 통해 제조대국에서 인터넷 강국으로의 도약을 

국가 발전목표로 추진하면서 인터넷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소비

27) 1980년 12월 중국 CCTV에서 TV 애니메이션판 <아톰>을 방영했으며, 1981년 과학보급출판사에서 동명 만화책을 출판

28) 예: <십만개냉소화>

29) “최근 3개월 내 가장 자주 이용한 일본/중국 만화소재는 무엇입니까?”. 유효표본 각각 445명, 360명

30) 모든 전자 기기에 인터넷을 더한다는 의미로 2015년 3월 중국 리커창 총리가 정부의 액션 플랜에서 처음 언급. 전통 제조업에 모바일 인터

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 기술을 융합시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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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 모바일 기기 보급으로 모바일 네티즌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 추세

Ÿ CNNIC(중국인터넷정보센터)에 따르면 2017년 6월 중국 모바일 네티즌은 7억 2,400만 명으로 
2016년 12월에 비해 2,830만 명 증가

3.2. 모바일 기기 보급 현황

○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4년 48.1%에서 2019년 63.3%

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

○ 중국의 태블릿 이용자 수는 2013년 약 2억 1,000만 명에서 2017년 약 4억 4,000만 명으

로 두 배 가량 급증할 전망

3.3. 모바일 라이프와 스낵컬처 

○ 중국 내 4G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모

바일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어나고 있음

Ÿ 중국인 1인당 1일평균 모바일 인터넷 이용시간은 3.03시간으로 브라질(4.48시간)에 이은 
2위를 차지

Ÿ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과 콘텐츠가 부족한 반
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고 모바일 콘텐츠가 다양해 모바일이 중요한 문화 및 오락 수단

○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로 SNS가 중국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앱으로 자리를 잡고 있

는데, 중국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Tencent)의 위챗이 중국 SNS 시장을 장악  

3.4.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동향

1)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현황

○ 모바일 결제 인프라 개선, 양질의 콘텐츠 증가, 정부와 업계의 판권보호 노력 강화 등에 힘

입어 중국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유료화가 빠르게 확장

Ÿ 2015년 하반기 아이치이(iQIYI), 텐센트, 유쿠(Youku), 러에코(LeEco), 소후(Sohu), 망
고TV(MangoTV) 등 메이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모두 유료화를 도입하면서 인터넷에
서 돈을 내고 영화를 문화가 정착

Ÿ 실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내 유료 콘텐츠 이용자 수는 2013년 80만 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7,000만 명으로 폭증31)입  

○ 웹소설 플랫폼 업계 역시 2016년을 기점으로 유료 VIP회원제를 통해 수익화를 실현

○ 현재 중국 디지털 만화 시장은 초기 단계로 무료 만화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최근 대형 

만화 플랫폼들이 잇따라 유료 VIP회원제를 도입하면서 이용자들의 결제 습관을 양성 중

2)  디지털 콘텐츠 구매 경험

○ 중국 콘텐츠 소비자들의 결제 습관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으로, 

실제 중국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협회(中国网络视听节目服务协会)에 따르면 중국 동

영상 스트리밍 이용자 중 유료 이용자의 비중은 2015년 17%에서 2016년 35.5%로 급증

31) 영화진흥위원회, ‘2016년 중국 영화 산업 결산’(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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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월간 결제금액에 대해 10∼30위안을 소비하겠다는 응답자가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3) 모바일 결제 인프라

○ IT 대기업 알리바바(Alibaba)와 텐센트가 각각 모바일결제 앱 알리페이(Alipay), 텐페이

(Tenpay)를 통해 시장 확장에 주력하면서 모바일 결제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4. 출판만화 시장 현황

4.1. 출판만화 최근 동향

○ 출판만화 시장은 중국 만화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호황을 누려 왔으나, 최근 

웹툰 시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향후 성장 정체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 

Ÿ 초기 만화 시장을 주도한 만화잡지들이 인터넷 시대를 맞아 잇따라 폐간하면서 현재 ‘만우

(漫友)’, ‘지음만객(知音漫客)’, ‘삽만화(飒漫画)’ 등 소수의 대형 만화잡지만 잔존

[그림 Ⅲ-3-3] 중국 만화산업 밸류체인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중국만화산업’(2017)

○ 중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키워드로 자리매김한 ‘범오락(泛娱乐)32)’열풍이 출판만화 업계로도 확산 추세

4.2. 출판만화 시장규모 

○ 2015년 중국 출판만화 시장은 3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00만 달러 증가

Ÿ 향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증가, 웹툰 시장의 성장 등에 따라 출판만화 시장의 정체는 거스를 수 없

는 흐름으로 연평균 1.1%의 더딘 속도로 증가해 2020년 3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

4.3. 주요 만화출판업체 

1) 중신출판사(中信出版社)

○ 중국 금융·부동산·에너지 분야 국영기업 시틱그룹(CITIC Group)이 지난 1988년 설립

32) 2011년 중국 최대 IT 기업 Tencent의 청우(程武) 부회장이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하나의 문화 콘텐츠 IP를 다양한 형태로 파생시키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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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도서 출판·유통·소매 사업허가증을 보유

○ 중국 최대 만화잡지 ‘지음만객’을 보유한 즈인 미디어(Zhiyin Media)와 협력해 <1구

212(1区212)> 등 즈인 미디어 산하 만화 단행본 출간

Ÿ 중신출판사는 2003년 한국 학습만화 <서바이벌 만화 과학상식>을 수입 출판하면서 중국 
내 과학상식 만화 열풍을 점화

Ÿ 한국 만화의 대표적인 중국 출판사로서 최근에는 <미생> 등 한국의 인기 웹툰 단행본도 출간

2) 텐원지아오촨(天闻角川)

○ 2010년 중국 애니메이션·만화 유통사 텐원동만(天闻动漫)과 일본 출판사 카도카와 그룹

의 홍콩 자회사 카도카와 아시아가 각각 51%, 49%의 비율로 출자해 합작 설립

Ÿ 2016년 9월 텐센트가 텐원동만의 지분 41%를 인수하면서 텐원지아오촨의 2대 주주이자 
중국 내 최대 주주로 등극 

Ÿ 애니메이션·만화 서적 및 간행물 출판과 유통, 만화 서적 기획 및 유통, 애니메이션·만화 관련 
상품 개발, 카드게임 홍보 등 ACGN 콘텐츠와 파생 상품, 테마 관광 등 광범위한 사업을 전개

○ 아직 한국작품 출판 사례는 없고, 일본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주로 카도카와의 작품을 출판

4.4. 만화잡지

○ 중국 정부와 기관에서 출판 산업 통계에 만화잡지와 단행본에 대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지만, 2006년 창간한 중국 최대 잡지 <지음만객>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월 발행량 520만 권을 돌파한 데 이어 2015년 월 발행량 약 680만 권으

로 중국 만화잡지시장의 80%를 장악33)

4.5. 출판만화 유통 채널

○ 중국 출판 산업은 ‘국영 출판사+민영 출판기업’의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으로부터 출판사업 허가증을 획득한 국영 출판사만 출판이 가능 

○ 중국에서 잡지와 신문은 주로 우정국에서 관리하는 가판대와 역 내 스탠드에서 판매

Ÿ 오프라인 서점은 중국 최대 유통망을 보유한 신화(新华)서점이 장악

Ÿ 최근 당당왕, JD닷컴, 아마존 등 온라인 서점이 인터넷의 발달과 대대적인 할인 판매 마케
팅으로 가파르게 성장

○ 출판 산업이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하면서 “작가→출판사→성급 유통대리업체→시·현급 유

통 대리업체→소매상→독자”의 안정적인 출판 유통채널 구조를 형성

4.6. 출판만화 지원 제도·정책

○ 중국 정부는 만화를 애니메이션과 함께 ‘동만 산업’으로 분류해 진흥 정책을 전개해 왔

는데, 2006년을 기점으로 중국 정부는 동만 산업의 지원 방식을 정부 주도형에서 정부와 

시장의 공동 추진형으로 전환

○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및 만화 출판 지원 제도는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

33) 《知音漫客》上万动漫IP改编权授予上海“东方二次元, 2015.5.13., 湖北新闻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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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 창작 애니메이션 및 만화 출판 지원 프로젝트인 ‘원동력’으로 지난 6차례에 걸

쳐 누적 327종의 작품에 대해 약 5만 위안의 자금을 지원하였음  

5. 디지털 만화 시장 현황

5.1. 디지털 만화를 보는 시각

○ 중국에서 디지털 만화 공급이 활성화되었던 시기는 2000년대 초로 거슬러 갈 수 있는데, 당시 수많은 인

터넷 사이트가 해적판 만화를 유통하며 난립한 가운데 ZCOM, Xplus, POCO 등 대형 e북 플랫폼들이 잇

따라 디지털 만화를 선보였으며, 디지털 만화 전문 소프트웨어인 ‘디지북(DigiBook)’이 등장하는 등 e

북 업계에서 디지털 만화 시장 형성에 착수 

Ÿ 그러나 불법복제 만화의 범람,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와의 경쟁에 밀
려 현재는 사실상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국의 웹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콰이칸만화, 텐센트동만, U17 등 중국 웹툰 플랫폼으

로 만화 창작자와 투자 자본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만화 플랫폼이 안정적인 공급원

과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다양한 최신 만화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

Ÿ 종합 e북 플랫폼의 주력 장르는 중국 독자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웹소설이기 때문에 서비
스하는 만화의 종류와 수가 소수에 불과

5.2.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

○ 2016년 중국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는 약 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 성장 전망

Ÿ 디지털 만화 시장은 온라인 소비문화 정착, 콘텐츠 증가 등에 힘입어 2020년까지 연평균 
19%의 성장률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5∼20

CAGR
출판 만화 매출 380 390 344 345 360 372 381 381 380 379 1.1%

디지털 만화 매출 7 20 30 46 62 80 97 115 132 149 19%
합계 387 410 374 391 422 452 478 496 512 528 4.6%

<표 Ⅲ-3-2> 2011∼2020 중국 만화 시장 규모 및 추이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자료: PwC(2016), ICv2(2016)

5.3. 디지털 만화 저해요인

○ 중국 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 전자출판 산업을 새롭게 부상하는 문

화 산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이는 디지털 만화 시장 성장에 활력소

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디지털 만화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걸림돌은 악명 높은 중국의 해적판 문화로 이미 

인기 디지털 만화의 해적판을 무료로 유통하는 사이트들이 난립한 상황

Ÿ 최근 중국 문화 콘텐츠 업계에서 IP 비즈니스 열풍이 거세게 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해적판 
콘텐츠 유통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 그나마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완전히 근절
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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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만화 최신 동향

○ 2017년 7월 텐센트 산하 모바일 e북 플랫폼 QQ위에두는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통해 단순

한 독서 플랫폼에서 벗어나 디지털 만화, 웹툰, e북, 사운드북, 게임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탈바꿈함  

○ 한편 최근 온라인 서점 당당왕과 온라인 쇼핑몰 JD닷컴 등 대형 브랜드들이 e북 플랫폼 시장에 출사

표를 던지며 시장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e북 플랫폼들이 다양한 부가 기능을 선보이면서 

세분화된 수요층 공략에 나서고 있어 디지털 만화 독자의 경험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됨

5.5. 주요 디지털 만화 유통플랫폼

○ 2015년 9월부터 iReader를 통해 디지털 만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Ÿ iReader가 ‘중국판 Kindle’을 표방하기 때문에 독자들 사이에서도 두 제품이 서로 자주 
비교되는데, iReader는 시중에서 인기몰이 중인 만화 거의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
로 Kindle에 비해 만화 보유량이 많아 만화 마니아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평가  

6. 웹툰시장 현황

6.1. 웹툰을 보는 시각

1) 독자의 시각

○ 2012년을 전후로 중국 웹툰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웹툰이 주류 만화 미디어로 자리를 잡고 있음

Ÿ 젊은층 만화 독자들은 모바일 디지털 기기에 기반을 둔 다채로운 시청각 콘텐츠를 즐기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흑백 페이지 만화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편

○ 웹툰은 전통 만화에 비해 문화 및 사회적 깊이와 가치관을 크게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만화의 교육적 

효과와 인지적 기능이 약화된 반면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오락 콘텐츠로서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음

Ÿ 대표적 예로 일상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코믹하게 그려낸 레이지코믹(Rage 
Comic)이 중국의 젊은층 네티즌들로부터 각광을 받으며 각종 인터넷 게시물과 SNS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변형되고 있음

Ÿ 레이지코믹은 중국에서 ‘바오조우만화(暴走漫画)34)’라고 칭하는데 ‘바오조우’란 용
어에는 젊은층이 개인의 정서와 자아를 강렬하게 표출시킨다는 의미를 내포

2) 만화업계의 시각

○ 중국 만화업계는 웹툰이 스낵컬처로서 주류 만화 미디어로 발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한편, 무엇보다 웹툰을 ‘범오락’의 원천 소스로서의 상업적 잠재 가치에 주목

Ÿ 일본 망가를 주로 공급하던 웹툰 플랫폼들은 망가의 판권 수입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
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국산 만화 IP 발굴로 역량을 확대하는 추세

34) ‘바오조우만화’라는 웹사이트와 앱이 운영 중임. 2008년 바오조우만화 왕니마(王尼玛) 주필이 레이지 코믹 제작·업로드 웹사이트 ‘바오조우만

화’를 개설. 개방적이고 단순한 만화 형식과 코믹함으로 중국 젊은층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왔으며, 현재 애니메이션·만화 개발사 모

모(MOMO)가 바오조우만화 브랜드를 운영. 2013년 사회 각종 이슈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웹 토크쇼 ‘바오조우 대사건(暴走大事件)’이 대표

콘텐츠



98

6.2. 웹툰 시장규모

○ 다양한 오락 수요 증가로 웹툰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 확산, 만화 IP의 2차 활용 증가 등에 

힘입어 중국 웹툰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다른 콘텐츠에 비해 시장 

규모가 미미하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평가

Ÿ 웹툰 시장 규모에 관한 통계는 구하기 어렵지만 유료 웹툰 시장의 규모만 살펴본다면 현지 
업계에서는 2016년 약 2억 위안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산35)

Ÿ 일부 업계 관계자는 웹툰이 웹소설에 비해 누구나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오락 콘텐츠로서 대중화 가능
성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3∼5년 중국의 유료 웹툰 시장규모가 30∼50억 위안까지 팽창할 것으로 낙관 

6.3. 웹툰 시장 저해요인

○ 최근 중국 정부가 인터넷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콘텐츠 전파

속도가 빠른 인터넷의 특성상 해적판 웹툰을 근절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전망

Ÿ 유료 웹툰을 웨이보를 통해 무료로 공유하는 사례가 만연한 상황 

○ 현재 중국 웹툰 시장은 다른 디지털 콘텐츠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규제가 느슨한 

편인데, 이로 인해 폭력·선정적인 콘텐츠로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작품들이 상당수 존재

6.4. 웹툰 시장 최신 동향

1)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 2016년 중국 웹툰 시장에 대기업의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웹툰 플랫폼 업계의 잇따른 유료화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 지목 

Ÿ 2016년 대형 디지털 만화 플랫폼 모두 유료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 유료 시스템을 개선함

○ 웹툰 플랫폼은 웹문학과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의 수익모델을 본 떠 주로 ▲유료 VIP회원

제, ▲만화 챕터별 과금 방식으로 유료 서비스를 도입

Ÿ 웹툰 플랫폼의 연간 VIP회원 요금은 평균 약 80∼100위안에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동영
상 스트리밍 플랫폼 업계의 60% 수준에 해당36)

Ÿ 2017년 10월 기준 유료 웹툰 업계의 수익배분 비율은 CP와 유통사가 각각 35%씩, 웹툰 
플랫폼이 30%로 비교적 균등한 편37) 

Ÿ 초반 챕터 10∼20회 정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 챕터를 유료로 제공하거나, 2017년 8
월 텐센트동만이 유료 비즈니스 모델 ‘기다리면 무료’를 도입하는 등 한국 웹툰 플랫폼
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기도 함 

○ 유료화가 만화 시장의 중요한 흐름으로 부상하면서 최근에는 만화 창작 단계에서부터 유료

화 수익을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에 주력

Ÿ 대표적 예로, 웹소설 시장이 만화에 비해 유료화가 먼저 발전한 점을 고려해 <두파창공(斗
破苍穹)>, <두나대륙(斗罗大陆)>, <순정아두화랄랄(纯情丫头火辣辣)> 등 팬층이 두터운 
인기 웹소설을 만화화해 원작의 팬을 유료 회원으로 전환

35) 现在的漫画付费市场发生了怎样的变化？, Sina.co, 2017.8.28

36) 통상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의 제작비용이 웹툰보다 많기 때문에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의 과금 수준이 웹툰 플랫폼보다 높음

37) 二次元的困境：如何在三次元世界里变现, 经济观察报,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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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에 따른 수익 창출이 전통적인 수익모델과 달리, 웹툰은 무료로 제공하되 구독기간에 

따라 결제하는 회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광고와 산업 밸류체인 운영으로 수익기반을 확충하

는 것이 특징

Ÿ 이처럼 복잡해진 수익모델은 전통 만화 출판사와 중소형 만화기업이 단기간에 구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대기업이 독식하는 인터넷 지형에서 어떻게 새로운 산업 생태계 시스템
을 구축하느냐가 업계의 장기적인 과제로 지목

유료모델 VIP회원+VIP회원 할인혜택 VIP회원 무료 열람 챕터별 과금

내용
- VIP회원에 유료로 가입하면 
콘텐츠 할인 혜택을 제공

-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의 
VIP회원제와 유사. 즉, 특정 
콘텐츠를 유료 
VIP회원에게만 제공

- VIP회원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만화 챕터별 과금

디지털 만화
플랫폼

- 텐센트동만, U17 - 장위에만화(掌阅漫画) 다쟈오총(大角虫)

요금(2017.3)

- 텐센트동만: VIP회원 
10위안/1개월, 96위안/1년. 
만화 1챕터당 0.49위안이며, 
VIP회원은 20% 할인 혜택

- U17: 최초 충전 30위안. 
연간회원권 88위안. 만화 
1챕터당 0.49위안이며,   
VIP회원은 8% 할인 혜택

- 만화 1챕터당 0.09∼0.29위안 
- VIP회원 가입요금은 
10위안/1개월 또는 
98위안/1년 

- VIP회원은 모든 만화 무료 
열람 가능

- 만화 1챕터당 
0.29위안

<표 Ⅲ-3-3> 중국 웹툰 플랫폼의 주요 유료 서비스 모델 비교

자료: D-entertainment(2017.3)

2) 글로벌화 가속

○ 최근 중국 주요 웹툰 플랫폼과 만화 창작 스튜디오들은 자국 시장의 치열한 경쟁 해소와 수

익 다각화를 위해 한국, 대만, 일본, 동남아 등 지리·문화적으로 인접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화를 시도하고 있음

Ÿ 특히 한국은 중국과 문화적 유대감이 높고, 웹툰 플랫폼의 유료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어 저작권 보호와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중국처럼 여성향 만화
의 유료 결제 비율이 높아 중국 만화 업계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음

Ÿ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웹툰 등 한국 웹툰 플랫폼에 연재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중
국 웹툰이 증가 추세

Ÿ 중국 만화 창작 스튜디오 지광동만과 요우루문화는, 한국 웹툰 플랫폼에서 한국 웹툰의 강
세로 중국 웹툰의 홍보에 한계가 존재하며 중국 웹툰의 인기가 중국에서만큼 뜨겁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2017년 5월 기준 양 사가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이미 
중국의 3분의 1 내지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Ÿ 현재 한국에서 환영 받는 중국 만화 중 거의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장벽이 없는 
청춘 로맨스 등 여성향 작품으로 나타남

Ÿ 아울러 한국, 대만, 홍콩 등 자국 만화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만화 저변이 탄탄하며, 여성
향뿐만 아니라 망가의 영향으로 남성향 만화의 독자 기반도 많기 때문에 <산해역전>,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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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촌의> 등 소년 및 남성향 만화를 수출하기도 함

스튜디오  주요 수출 작품 장르 진출 지역 진출 방식

구창커지
(古羌科技)

순정아두화랄랄(纯情丫头火辣辣), 로맨스 한국

현지 웹툰 플랫폼 
연재(유료 서비스)

산푸후위
(三福互娱)

남신재격벽(男神在隔壁)， 
국민노공대회가(国民老公带回家)

로맨스

한국, 홍콩, 
대만, 동남아

요우루문화
(有鹿文化)

호문제일성혼(豪门第一盛婚)， 
왕패교초(王牌校草)

로맨스

지광동만
(极光动漫)

아적흑도남우(我的黑道男友), 
묘수소촌의(妙手小村医)

로맨스, 
도시

잉치동만
(瑛麒动漫)

Bloody Girl, 산해역전(山海逆战)
열혈소년, 
무협 격투

판판동만
(翻翻动漫)

조화기사(朝华纪事), 
도미노살수(多米诺杀手)

고전무협, 
탐정추리

일본

잡지 연재
*2015년 12월, 

‘도미노살수’는 일본 
주간소년JUMP   잡지에 
국외 오리지널 만화 
최초로 연재된 작품

크리스탈 페인팅
작일청공(昨日青空), 

야허, 나일순간(也许，那一瞬间
캠퍼스 
로맨스

프랑스

단행본 출판
펀즈후동
(分子互动)

비인재(非人哉)

4컷 만화. 
코미디, 

소녀, 마법 
판타지

한국, 대만, 
베트남

<표 Ⅲ-3-4> 중국 만화 창작 스튜디오의 해외 수출 주요 사례

자료: Jiemian(2017.5)

3) 한국 만화가 발굴 시도

○ 주목할 점은, 중국 웹툰 플랫폼들이 급증하는 웹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국의 우수 만화가를 

지원하고 있지만, 양질의 웹툰을 육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 대

만 등 만화 산업이 발달한 해외 국가의 웹툰 작가를 직접 발굴하는 데 이목을 돌리고 있음

Ÿ 일례로 상하이 기반 웹툰 플랫폼 마이멍만화(麦萌漫画)38)는 사업의 중심을 해외 시장에 
맞추고 있는데 2017년 상반기 약 1억 위안 규모의 투자 유치금을 해외 사업에 투자하였으
며, 2017년 10월 구체적인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앱 출시를 통해 한국 웹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발표함

Ÿ 마이멍만화가 한국 시장 개척에 나선 배경 역시 한국 시장의 상업적 기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편
집자와 만화가와 계약해 양질의 창작 자원을 자국에 역수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됨

6.5. 주요 웹툰 유통플랫폼

1) 콰이칸만화

가. 플랫폼 개요

○ 2014년 9월 iOS App으로 출발한 디지털 만화 플랫폼으로 현재 안드로이드와 PC버전도 서비스 중

38) 2017년 10월 기준 중국 이용자 수 2,800만 명 돌파, 일일활성이용자 200만 명 이상. 독점 계약 작가의 작품 수백 편을 포함해 약 5,800편의

웹툰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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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2014

9월 콰이칸만화 설립

12월 천안니 대표가 발표한 웹툰 <미안해, 난 이제 1% 만 

살았는걸(对不起，我只过1%的生活)> 흥행 성공

12월 Sequoia Capital로부터 3,000만 달러의 A라운드 투자 획득

12월 ‘30만 위안 판권 프로젝트’를 가동해 우수 만화 판권 확보에 착수

2015

5월 저장위성TV와 예능 프로그램 <천생아유재(天生我有才)39)>에 인기 스타 

구쥐지(古巨基)와 게스트로 출연
10월 <내 동생은 외계인(我弟弟是外星人)>, <복수고중(复仇高中)>이 한국 웹툰 

플랫폼에 서비스되며 글로벌화에 첫 발을 내딛음

12월 Sequoia Capital, Kunlun으로부터 1억 위안의 B라운드 투자를 유치. 해당 

투자금으로 IP 개발에 운용에 착수

2016
4월 <우리 오빠를 데려가(快把我哥带走)>가 중후이(中汇) 픽처스와 협력해 2017년 

공개를 목표로 영화 및 드라마화를 확정 

2017

1월 Tiantu Capital, Sequoia Capital, Headlines Today 등으로부터 2억 5,000만 

위안의 C라운드 투자를 획득

3월 중국과 일본이 합작해 TV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한 <우리 오빠를 데려가> 방영

4월 동 애니메이션이 일본 Tokyo MX 방송사에서 방영

<표-Ⅲ-3-5> 콰이칸만화의 주요 연혁

자료: Analysys(2017.5)

Ÿ 콰이칸만화의 조직은 개발, 상품, 콘텐츠, 디자인, 판권, 비즈니스, 기타 부문으로 구성

나. 사업모델

○ 2017년 4월 일부 만화에 대해 유료로 서비스하기 시작했으나, 주 이용층이 학생이기 때문

에 경쟁사에 비해 이용요금은 낮은 편

○ ▲방대한 이용자에 기반을 둔 각종 수익 창출, ▲웹툰의 단행본 출판, ▲독점 만화 IP 개발

판권을 활용한 OSMU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Ÿ 연재 작품 대부분 콰이칸만화가 IP 개발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판 Marvel’를 목
표로 인기 IP의 게임, 영화, 드라마, 캐릭터·라이선스 상품 등 OSMU에 주력

Ÿ 중국 비즈니스 매체 BBT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콰이칸이 유치한 투자 금액은 총 
15억 위안(약 2,500억 원) 이상인데, 이는 중국 문화 콘텐츠 업계에 OSMU 열풍이 불며 
웹툰이 웹소설에 이어 IP 원천으로 각광받고 있음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

Ÿ 아직 IP 2차 개발을 직접 담당할 조직 부재로 관련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OSMU를 추진

○ 2015년 모티에문화, 리차오문화(力潮文化) 등 출판사와 제휴해 출판만화 시장에 출사표를 던짐

Ÿ 당시 이미 레드오션인데다 디지털화로 위축되고 있는 출판시장 진출을 두고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
리가 높았으나, 2017년 1∼9월 108만 권에 달하는 단행본을 인쇄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획득

Ÿ 콰이칸만화의 출판만화 사업은 단순히 매출 증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IP를 활용 극대화
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됨40) 

○ 그동안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콰이칸만화의 유료화 도입 여부의 경우, 2017년 4월 28일 

일부 만화에 대해 ‘미리보기(抢先看)41)’ 기능을 도입하며 유료화를 시도

39) 연예인, 벤처기업,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출연해 역량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획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제작

40) 签售图书超过7000本，如何打好漫画书出版这张牌?, Dongbei News, 201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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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현황

○ 요일별 업데이트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 중국 만화 앱 최초로 고화질의 풀컬러 만화를 스크

롤 형태로 제공

Ÿ 서비스 개시 1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17년 3월 누적 이용자 1
억 명에 육박하며 115개에 달하는 중국 만화 앱 중 1위를 유지

항목 수치

월간활성이용자(MAU) 1,506만 1,800명

일간활성이용자(DAU) 506만 8,000명

1인당 1일평균 앱 이용횟수 6.39회

1인당 1일평균 서비스 이용시간 45.01분

<표-Ⅲ-3-6> 2017년 3월 기준 콰이칸만화의 서비스 이용현황

자료: Analysys(2017.5)

라. 작품 제공현황

○ 2017년 5월 기준 500명 이상의 작가와 계약했으며, 1,000편 이상의 작품을 제공

Ÿ 현재 서비스 이용자층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여성에 집중

Ÿ 장르 역시 소녀·캐주얼·코믹풍의 여성향 작품이 주류

[그림 Ⅲ-3-4] 2017년 2분기 콰이칸만화의 주요 인기 장르

자료: BDR(2017.6)

2) 텐센트동만(腾讯动漫)

가. 플랫폼 개요

○ 2013년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출시한 모바일 만화앱으로 2014년까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성장해 현재 콰이칸만화, U17과 중국 3대 만화앱으로 자리매김

Ÿ 텐센트동만의 조직은 콘텐츠, 판권운영, 상품, 개발, 디자인, 시장홍보 부문으로 구성

자료: Analysys(2017.5)

41) 사이버머니인 ‘KK머니’를 충전 후 결제하면 최신회를 무료 이용자보다 먼저 이용 가능한 유료화 시스템.

42) ①텐센트동만의만화가인센티브플랜에따르면, 신진작가가업로드한작품이심사에통과하기만하면최소100위안의인센티브획득가능. 일정경력을갖춘작가는매월

일정한수의만화를업로드할경우800위안의인센티브를획득. ②만화가‘적자생존’ 시스템확립을위해우수작가에대한인센티브를확대. 일례로우수작품에대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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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용

2012
텐센트의 애니메이션 및 만화 유통플랫폼‘ac.qq.com' 설립

텐센트가 업계 최초로 ‘범오락’이란 개념 언급

2013

‘ac.qq.com'을‘텐센트동만’으로 명칭 변경

텐센트후위(腾讯互娱) 산하 3개 사업부(텐센트게임, 텐센트동만, 텐센트문학) 설립

<원피스>, <나루토> 등 일본 슈에이샤로부터 대표작 11편의 중국 내 전자화 판권을 획득

2014 중국 창작 만화 발굴에 착수

2015

오리지널 만화와 애니메이션 작품 발굴을 위해 각각 2,000만 위안, 3,000만 위안을 

투자하는 한편, 인기 콘텐츠 판권 확보에도 투자 지속

8월 잠재 가치가 높은 작품의 상업화 지원 프로젝트인 ‘추몽(追梦) 플랜’가동42)

2016 일본 망가판권 수입 확대

2017
1월 텐센트동만 앱의 인트로 화면에 남성과 여성 이용자별로 다른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버튼을 추가. 이후 여성 이용자가 10% 증가 

<표 Ⅲ-3-7> 텐센트동만의 주요 연혁

나. 사업모델

○ 텐센트 산하 디지털 문화오락 콘텐츠 사업그룹(텐센트게임, 텐센트동만, 위에원그룹43), 텐

센트픽처스, 텐센트e스포츠)인 텐센트후위의 탄탄한 자금력과 IP 협력채널에 힘입어 IP 기

반 2차 개발이 핵심 수익원임 

○ 유료 회원제를 운영 중이나, 전체 작품 중 유료 작품은 2017년을 기준으로 약 8%에 불과

Ÿ 2017년 8월 카카오페이지와 협력해 카카오페이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기다리면 무
료’를 도입

다. 서비스 현황

항목 수치

월간활성이용자(MAU) 1,474만 9,600명

일간활성이용자(DAU) 362만 1,900명

1인당 1일평균 앱 이용횟수 5.54회

1인당 1일평균 서비스 이용시간 48.04분

<표 Ⅲ-3-8> 2016년 8월 기준 텐센트동만의 서비스 이용현황

자료: Analysys(2017.5)

라. 작품 제공현황

○ 2017년 9월 기준 3만 편 이상에 달하는 방대한 만화를 제공 중이며, 만화의 수와 퀄리티 

모두 현지 업계 최고라는 평가

Ÿ 해외 만화 중에서는 일본 망가가 가장 많으며, 지난 2013년 <원피스>, <나루토> 등 일본 
슈에이샤의 대표작 11편에 대해 독점 계약을 시작으로 현재 일본 망가 500편 이상을 제공

Ÿ 중국 만화 시장에서 일본 망가와 중국 만화의 관계는 할리우드 영화와 중국 영화 간 관계

가의배분수익을높이거나,편집부1등상수상자에게텐센트동만과계약및프로만화가데뷔기회를제공

43) 웹문학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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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작품수(편) 챕터수(회) 조회수(회) 즐겨찾기수(회) 평점(점) 평점인원(명)

장르 불분명 11,198 68,203 3,031,157,770 4,309,373 4.63 75,390

청년만화 4,746 50,602 11,234,495,100 4,786,041 4.78 237,355

소년만화 3,589 107,910 111,607,440,209 77,094,507 7.17 1,039,192

소녀만화 2,238 22,009 8,615,734,984 11,048,582 5.85 189,536

아동만화 713 8,440 116,457,812 53,229 3.90 3,787

합계 22,484 257,164 134,605,285,875 97,291,732 5.17 1,545,260

<표 Ⅲ-3-10 > 2016년 8월 기준 텐센트동만의 타깃 장르별 작품구성 현황

에 비유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일본 망가가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 왔기 때문에 일본 망가
를 게임화해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Ÿ 중국 최대 게임 대기업이기도 한 텐센트가 뒷받침하기 때문에 텐센트동만이 일본 망가판
권을 중시한 배경으로 분석됨

서비스유형에 따른 작품 구성현황

무료작품 86.62%

유료작품 8.18%

VIP회원 전용 무료작품 5.20%

국가별 작품 구성현황

중국 94.94% 일본 2.42%

한국 1.92% 홍콩, 대만 0.72%

<표 Ⅲ-3-9> 텐센트동만의 서비스유형·국가별 작품 구성현황

자료: Analysys(2017.5)

Ÿ 최근 텐센트동만에 진출하는 한국 만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작품 중 한국 만화는 
1.92%에 불과

○ 텐센트동만의 만화를 타깃에 따라 소년, 소녀, 청년, 여성, 성인 장르로 분류할 경우 소년만

화는 청소년을 주요 타깃으로 격투, 스릴러, 모험, SF 등 소재와 내용이 다양해 이용층이 광

범위하고, 이용자의 충성도가 높은 편

Ÿ 실제 2016년 8월 기준 소년 만화의 작품 수가 전체의 15.96%로 청년 만화(21.11%)보
다 많지만, 조회수와 즐겨찾기 수는 각각 82.91%, 79.24%로 청년 만화(8.35%, 4.92%)
를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

자료: 광전총국 ‘중국인터넷만화출판발전보고서(2017)’

3) U17(有妖气)

가. 플랫폼 개요

○ 2009년 중국 최초의 디지털 오리지널만화 플랫폼으로서, 콰이칸만화, 텐센트동만과 함께 

중국 3대 만화 플랫폼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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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5년 8월 중국 최대 애니메이션 업체 알파 엔터테인먼트(Alpha Entertainment)가 9
억 400만 위안에 U17의 지분 100%를 획득

Ÿ U17의 조직은 상품, 콘텐츠, R&D, 운영, 판권 부문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 
애니메이션 개발 및 제작·운영사업을 담당

연도 내용

2009
5월 베이징스위에싱콩(北京四月星空)인터넷기술유한회사 설립 

10월 디지털 만화플랫폼 U17 오픈

2010 유료 시스템 도입

2011
1월 Shanda로부터 수천만 위안 규모의 A라운드 투자 획득하며 중국 최대 정식판권 만화 

유통 플랫폼으로 도약

2012
7월 U17 오리지널만화 <십만개냉소화(十万个冷笑话)> 기반 TV애니메이션 방영

U17의 안드로이드 앱 출시

2013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에 착수하며 수익화에 본격 착수

2014

U17이 연재 만화의 모든 2차 개발판권을 보유하는 전략을 추진  

4월 수천만 위안 규모의 B라운드 투자 획득

11월 <십만개냉소화> 애니메이션 극장버전 상영

2015

3월 게임사 LINEKONG이 <십만개냉소화>의 모바일게임 출시

4월 C라운드 투자 획득(투자정보 미공개)

5월 알파 엔터테인먼트에 피인수

2016 11월 VIP 유료시스템을 개선했으며, 개선 후 결제율과 VIP회원 수가 각각 10배, 3배 급증

<표 Ⅲ-3-11> U17의 주요 연혁

자료: Analysys(2017.5)

나. 사업모델 

○ 방대한 만화 IP를 기반으로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 2차 판권수익이 주요 수익원으로, 디

지털 만화 플랫폼 시장 성장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발굴해 업계에 성공적인 수익

모델의 선례를 제시

Ÿ 2017년 5월 기준 게임과 영화·드라마화를 통한 판권 운영수익이 전체 매출의 각각 40%씩을 차지  

Ÿ 판권운영 수익에는 다양한 광고 수익도 포함되는데, 일례로 2016년 U17가 협상을 진행했던 애니
메이션 삽입광고 계약은 4건으로 1편당 광고가격이 평균 300만 위안 수준으로 추산44)

○ 유료 VIP회원제로 일찌감치 안정적인 유료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17년 1월 기준 1일 

충전금액이 500만 위안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됨 

다. 서비스 현황

항목 수치

월간활성이용자(MAU) 345만 1,300명

일간활성이용자(DAU) 97만 6,200명

1인당 1일평균 앱 이용횟수 3.98회

1인당 1일평균 서비스 이용시간 32.70분

<표 Ⅲ-3-12> 2017년 5월 기준 U17의 서비스 이용현황

자료: Analysys(2017.5)

44) “有妖气”如何估值九亿元?, 2016.1,6, CI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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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작품 제공현황

○ ‘순수 중국 창작 만화 플랫폼’을 표방하며 중국 작품 위주로 2017년 9월 기준 4만 편이 

넘는 방대한 만화를 제공

Ÿ 500편 이상이 유료 만화로, U17에 따르면 2016년 U17의 유료 회원은 약 50만 명이며, 
그 중 60%가 13∼19세 여성으로 조사

Ÿ 레진코믹스가 2014년 10월 <디어> 등 만화 9편의 연재를 시작했으며45), 현재 김수용 작
가의 <힙합>도 U17에서 이용 가능

Ÿ 현재 U17의 인기 장르인 열혈소년향 만화가 앞으로도 인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열혈소년향 만화를 확대하는 한편, 인기 작품의 게임 및 영화·드라마화 개발에도 주력할 전망 

[그림 Ⅲ-3-5] 2017년 5월 기준 U17의 작품 구성현황

자료: Analysys(2017.5)

마. 플랫폼별 비교

4) 만화다오(漫画岛)

가. 플랫폼 개요

○ 상하이 위안쥐(元聚) 인터넷테크놀로지가 2013년 개발한 만화앱으로 2017년 9월 기준 중

국 만화 앱 중 이용자 및 수익 규모 3위권에 소속

Ÿ 광범위한 국가와 장르에 걸친 만화를 제공하는 종합 만화 플랫폼을 시장 포지셔닝으로 구축

Ÿ 중국 만화 시상식인 골든 드래곤 어워드(Golden Dragon Award), 오공컵, 망가 신인상의 
유일한 웹툰 투고 플랫폼으로 선정 

나. 사업모델

○ 앱 내 모바일게임 광고, 부가 서비스(에그, VIP회원)로 수익을 창출 

Ÿ 무료 회원과 유료 VIP회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약 8,0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

Ÿ 만화 인기도, 화제지수, 즐겨찾기 횟수 등에 따라 만화가마다 별포인트가 누적되며, 일정 
별포인트마다 플랫폼에서 수익을 보상하며, 플랫폼과 작가 간 5:5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

○ 소설,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게임, 출판, 파생 상품 등 다양한 산업과 만화 기반 OSMU 

협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10여 편의 만화 IP가 각종 콘텐츠로 개발됨 

45) 레진코믹스, 중국 웹툰시장에 진출! 큐큐닷컴, 시나닷컴, U17에 연재 개시, 플래텀,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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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현황

○ 시장조사기관 Analysys에 따르면 만화다오의 이용자는 성회(省会)46) 도시(36.4%)와 농

촌(26.3%)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농촌 이용자 비율이 부카만화, 바오조우만화, U17, 텐

센트동만 등 경쟁사에 비해 높음 

Ÿ 이용층은 12∼30세의 학생과 직장인이며, 남녀 성비는 5.5:4.5로 비교적 균등한 편

Ÿ 또한 이용자들은 주로 취침 전, 화장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심심할 때 등 자투리 시간
에 여가활동으로 만화다오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항목 수치

총 이용자 약 8,500만 명

월간활성이용자(MAU) 약 800만 명

일간활성이용자(DAU) 약 150만 명

<표 Ⅲ-3-13> 만화다오의 서비스 이용현황

자료: 만화다오(2017.9)

라. 작품 제공현황

○ 열혈, 판타지, 슈퍼히어로, SF, 미스터리, 코미디, 로맨스 등 7대 장르를 중심으로 <귀태교(鬼抬
轿)>, <전지성수(战地圣修)> 등 오리지널 만화를 비롯해 1만 건 이상의 국내외 만화를 제공

Ÿ 독점 창작 만화 약 120편을 보유

○ 2017년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중국인의 주요 거주 지역이자 웹소설 대국인 홍콩, 

마카오, 대만, 동남아, 유럽, 미국 등지와 애니메이션 대국인 한국, 미국, 일본 시장 진출을 

추진

Ÿ 크게 ▲콘텐츠(작품 수출입, IP 공동개발), ▲유통, ▲사용(신상품 공동 연구개발 및 운영) 
세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할 방침

Ÿ 2017년 9월 기준 홍콩, 마카오, 대만, 한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업체들과 협력을 체결 

7. 한국 출판만화 진출 현황

7.1. 수출 배경 및 성과

○ 한국 출판만화는 2000년대 초 <서바이벌 만화 과학상식> 시리즈가 중국 학습만화 시장에

서 두각을 나타내며 중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 왔음 

Ÿ 한국 학습만화는 작품의 내용과 번역의 퀄리티가 높아 학부모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Ÿ 최근에는 <미생>, <마조앤새디> 등 인기 웹툰 단행본 위주로 출간되는 추세

46) 중국 행정단위 중 하나로 성 정부 소재지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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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원작유형 작가 중국 출판사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 출판 박동선

시즌 2: 

쟝시과학기술출판사(江西科学技术出
版社), 시즌1&3: 

베이징연합출판사(北京联合出版公司)

먼나라 이웃나라 출판 이원복 중신출판사(中信出版社)

이엔티(ENT.) 웹툰 박미숙, 강은영 신스지출판사(新世纪出版社)

파페포포 기다려 카툰에세이 심승현 시엔다이출판사(现代出版社)

미생 웹툰 윤태호 중신출판사(中信出版社)

내 어린 고양이와 늙은 개 웹툰 초(정송) 21세기출판사(21世纪出版社)

마조앤새디 웹툰 정철연 시엔다이출판사(现代出版社)

<표 Ⅲ-3-14> 2017년 10월 중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 만화단행본 주요 작품현황

자료: 당당왕(2017.10)

7.2. 출판만화 수출 프로세스

[그림 Ⅲ-3-6] 중국의 해외 도서 출판 프로세스

자료: JETRO(20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47)(2014.6)

47) 각 단계별 상세 프로세스는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서 발간한 ‘도서 저작권 수출 가이드북-중국’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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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요 수출 에이전시

1) 중국 에이전시

에이전시 명 홈페이지 전화 팩스 담당자 이메일
Big Apple Agency

www.bigapple1.in
fo

+86-(0)21/66-58-00-
55

+86-66-58-19-77
bigapple1@bigapple

-china.com

Ian taylor associates
www.iantaylorass

ociates.com
+86-10-58732025 - 

zhangpei.beijing@g
mail.com

베이징우이무솽칭 
문화전파유한회사

(北京水木双清文化传播有限责任公司)

www.gwrep.com
+86-10-84766347

+86-10-84766347 yao@gwrep.com

베이징위리우 
문화전파발전유한책

임회사
(北京玉流文化传播发展有限责任公司)

www.youbookage
ncy.com

+86-10- 
5757-2434/18501250

576
+86-10 -5757-2434

meredith_che@youb
ookagency.com

청두통저우런 
문화전파유한회사

(成都同舟人文化传播有限公司)

www.tongzhour.c
om

0771 6735871 - 
tzcopyright@163.co

m

앤드류-뉘른베르그 
에이전시(ANA版权代理公司)

nurnberg.com.cn +86-10-8250-4106
+86-10-8250-4200 JHuang@nurnberg.c

om.cn

2) 한국 에이전시 

에이전시 명 주력 도서 분야 담당자 전화번호

에릭양 에이전시 만화, 그림책, 실용, 인문 등 전 
분야 김희순 대표 02-592-3356∼8

(주)임프리마 코리아
각종 저작권 수출입 중개(수입: 
전 언어권, 수출: 중국, 대만, 

일본)
홍성일 대표 02-325-9155 

내선(중화권) 302

북존 에이전시 학습만화, 한국미술사, 
유아영어교재, 아동 노태수 대표 02-529-0943

캐럿코리아 에이전시 아동, 그림책, AR BOOK, 
학습만화 백은영 대표 02-338-3688

에이전시 량 아동, 실용 양승준 대표 070-8828-9920/010-
5911-6284

연아 인터내셔널
(Linking-Asia 

International Inc.)

한자어권 출판물, 영상물, 
온라인콘텐츠, 플랫폼, 강연 기획 정연혜 010-4720-5313 / 

070-7079-4605

7.4. 불법 복제 현황 및 대응

○ 그간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출판만화는 일본 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일본처럼 세

로 정자체를 사용하고 망가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대만에서 복제된 만화가 많았음

Ÿ 망가 해적판의 중국어 번역 수준이 높은 버전도 상당수 존재하며, 높은 퀄리티의 해적판에 익숙한 
독자들은 최근 텐센트동만 등 중국 웹툰 플랫폼의 망가 번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함

○ 최근 독자들의 만화 이용채널이 인터넷으로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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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화 유통이 범람하고 있으며, 특정 만화 작품을 검색엔진에서 검색하면 상다수의 불법 

만화 사이트에서 디지털화된 출판만화를 회원 가입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음

○ 2000년대 중반 중국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면서 중국 정부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판권 보호를 중시하기 시작

Ÿ 대표적인 판권 보호 제도로는 ‘검망(剑网)’ 프로젝트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
츠를 적발해 삭제하는 방식으로 불법 콘텐츠 근절에 접근

8. 한국 웹툰 진출 현황

8.1. 진출 작품

○ 2016년 이전 중국에 진출한 한국 웹툰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중국에서 한국 웹툰의 독자기

반은 일본, 중국 웹툰에 비해 약하지만 <풀하우스>,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 만화 IP에 기

반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국 웹툰에 대한 인지도를 어느 정도 형성하였음

Ÿ 한국 오성대 작가의 공포 웹툰 <기기괴괴-성형수>가 2015년 위챗 모먼트(Wechat 
Moment)와 웨이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웹툰이 중국 독자들 사이에 보급되
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후 한중 양국 간 웹툰 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

Ÿ 일례로 2016년 5월 펀툰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최대 만화·애니메이션 IP 에이전시인 애
니애니(Aniany)와 한국 웹툰 60편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한국 웹툰의 대
중국 수출 거래 중 최대 규모임

Ÿ 중국 문화 콘텐츠 업계의 OSMU 열풍으로 양질의 원천 콘텐츠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 웹툰이 새로운 원천 콘텐츠로서 현지 업계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Ÿ 웹툰 플랫폼 코미카를 보유 증인 국내 트랜스미디어 전문기업 파노라마엔터테인먼트는 이
러한 OSMU 열풍을 고려해 2016년 12월 중국 게임사 창유(Changyou)와 함께 현지에 
업계 최초로 한중 웹툰 퍼블리셔 창만(畅漫, ChangMica)을 설립한 후, 현지에서 웹툰 IP
의 OSMU를 넘어선 트랜스미디어에 착수

Ÿ 2017년 1월 파노라마엔터테인먼트는 코미카의 웹툰 13편을 텐센트동만에 공급하며 중국 
웹툰 시장 공략에 박차

○ 2016년 이후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웹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개별 작품을 중심으로 

흥행작이 탄생하고 있으나, 전체 웹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고 대부분 유료이기 때문

에 웹툰 시장에서 대중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

Ÿ 2017년 기준 텐센트동만에서 제공 중인 한국 웹툰은 500편 이상에 달하지만 전체 서비스
작품 중 2% 수준에 불과하며, 2017년 10월 기준 최고 인기 중국 웹툰 <여신적함정(女
神的陷阱)>과 일본 망가 <나루토>의 조회수가 각각 73억 뷰, 143억 뷰를 기록한 데 비
해 한국 최고 인기 웹툰 <왕의 딸로 태어났다 합니다>는 10억 뷰로 조회수 격차가 큼

Ÿ 일본 망가는 텐센트동만을 비롯한 주요 웹툰 플랫폼에서 메인 화면에 별도의 카테고리로 제공하는 
반면 한국 웹툰은 작품 검색 화면에서 직접 검색하거나 해외 작품으로 묶여 있어 접근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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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업체명 진출시기 해외진출 내용 한국 작품 수

포털 플랫폼 다음카카오 2014년
중국 포털사이트, 만화사이트 
등 현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시도

2017년 1월 텐센트동만을 통해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   내 
20개 작품(각   10편씩) 제공 시
작. 2017년 8월 유료 비즈니스 
모델 ‘기다리면 무료’를 도입
해 웹툰 콘텐츠 수익화에 착수

웹툰 전문 
플랫폼

레진 코믹스 2014년
중국의 U17(U17), 큐큐닷컴 
등에 연재 작품을 서비스하
며 해외 진출을 시작

2017년 콰이칸만화를 통해 20편 
공급 계획

탑툰 2017년 자체 플랫폼 서비스로 진출

케이툰 2015년

중국 디지털 만화 플랫폼 미
구동만과 제휴해 중국 시장
에 한국 웹툰을 공급하기 시
작

‘두근두근♥플라워’와 ‘삼
각 김밥을 까는 법’ 연재를 위
한 작품공급 계약을 체결

코미카 2017년

2016.12 중국 게임사 창유와 
합작해 현지에 한중 웹툰 퍼
블리셔 ‘창만(畅漫)’을 설
립한 후, 2017. 1월부터 텐센
트동만에 한국 웹툰을 공급
하기 시작

2017.1 기준‘소녀의 마음으
로’, ‘더 키친 부오노’, ‘21
개월 러브레터’등 13편 등 중
국 독자들이 선호하는 판타지와 
로맨스 장르 위주로 공급

현지 제공업체 마일랜드 2011년 
중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중
국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국
내 웹툰 서비스를 개시

시장 진출 이후 누적 500편 이
상 공급

<표 Ⅲ-3-15> 한국 웹툰의 중국 진출 주요 현황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 유통환경 개선 방안’(2016.9), STRABASE(2017.11)

8.2. 웹툰 수출 프로세스

○ 중국 인터넷 콘텐츠 산업은 외자기업이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에이전시를 통하거나 

중국 웹툰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진출 

Ÿ 텐센트동만은 2012년 한국 웹툰을 수입하기 시작했으며, 초창기  에이전시를 통해 한국 
웹툰을 수입했으나 2015년부터 한국 웹툰 플랫폼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수입

8.3. 비용 및 수익구조

1) 수출 비용 구조

○ 출판만화 수출과 마찬가지로 웹툰 수출에서도 번역비용이 발생하며, 외국의 웹툰 플랫폼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협의에 의해 수출처가 부담 혹은 양자가 분담함

Ÿ 웹툰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한국 작가들의 웹툰 창작이 가장 활발하고, 따라서 외국의 
웹툰 플랫폼이나 CP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웹툰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
에 자체 번역 인력을 두고 있어 한국측이 샘플 번역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음

2) 수출 수익 구조

○ 출판만화 수출에서 선인세를 지급받고, 이후 판매부수에 따른 인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

로, 웹툰 역시 선인세에 해당하는 MG(Minimum Guarantee)를 받고 이후 유료 결제에 대

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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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웹툰 플랫폼이 유료화가 아니라 무료 서비스,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라면 일

정 기간 동안의 사용료 개념으로 웹툰 수출 계약을 맺어야 함

Ÿ 이런 경우, 해당국 만화 시장의 상황을 보아, 이후 단행본 출간을 염두에 둘 수 있을지 아
니면 국내에서처럼 영화나 드라마화를 노릴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본 후 외국 웹툰 플랫폼을 
해당 시장에 대한 작품 홍보의 개념으로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Ÿ 홍보 목적으로 진출할 경우 웹툰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작가가 기본적으로 단행본 
출간을 염두에 두고 페이지를 연출하는 것이 향후 수익 창출을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음

8.4. 불법 복제 현황 및 대응   

○ 디지털 만화와 웹툰은 정품 여부 식별이 어려운 탓에 웨이보 등 중국 SNS 또는 만화 웹사

이트를 통해 전파

Ÿ 2000년대 초 중국 디지털 만화 플랫폼의 초기 유형이었던 만화 웹사이트는 인터넷상에 공
유된 국내외 만화를 수집해 제공하며, 웹사이트 하단에 “만화 애호가들의 학습을 돕
기 위해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됨을 표기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식 판권이 아님 

Ÿ 이들은 무료 만화로 트래픽을 증대해 광고로 수익을 창출

○ 2013년 Tencent의 일본 망가판권 수입 전략이 최근 중국 문화 콘텐츠 업계의 IP 열풍으로 판

권보호 의식 강화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해적판 만화 규제 속도가 탄력을 받음

9. 만화 창작환경

9.1. 창작자 규모 및 유형

○ 만화 생산 방식이 웹툰 시장의 부흥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퀄리티의 풀컬러와 빠른 

업데이트가 가능한 웹툰 수요가 급증하면서 창작집단의 규모가 기업형으로 확대 양상

Ÿ 최근 들어 트랜스미디어 플레이어가 만화 창작 스튜디오에 투자하거나 인수함으로써 만화 
IP를 확보하는 양상

Ÿ 또한 OSMU가 만화가들의 중요한 수익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만화 기획에서부터 창작, 판
권 계약, 운영지원 등 만화 창작에 있어 체계적인 조직의 필요성이 증대 

Ÿ 스튜디오 창작 시 만화 IP는 통상 스튜디오에 귀속

Ÿ 대형 웹툰 플랫폼인 콰이칸만화와 텐센트동만은 콘텐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만화가가 입지를 굳히기가 쉽지 않으며 안정적인 웹툰을 공급하는 스튜디오 작가라
면 계약 작가로 등단하기가 개인에 비해 수월한 편

○ 만화 창작 스튜디오 간 경쟁구도가 이미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화 창작 스튜디오들은 

신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신인 만화가 발굴에 주력

○ 일부 만화계 관계자들은 만화가 지원자 대부분 ‘소황제’ 세대이기 때문에 만화 창작의 강도

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 

Ÿ 또한 만화가보다 페이가 높고 작업량이 적은 게임원화, 삽화 분야로 인력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

○ 중국의 만화 교육기관 유형은 ▲예술계통 대학에 개설된 만화·애니메이션 학과, ▲만화 관련 기

업 또는 창작 스튜디오가 주관하는 아카데미·신인 만화가 선발대회 등으로 분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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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만화·애니메이션 학과 대다수가 만화보다 애니메이션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데 비해48), 중국 영
화·드라마 스타의 산실인 베이징영화대학(北京电影学院)은 2005년부터 4년제 만화학과를 운영

9.2. 주요 창작집단

1) 동만탕(动漫堂)

가. 창작집단 개요

○ 만화가를 포함해 약 1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 규모의 만화 창작 스튜디오로 유명 

만화가 왕펑(王鹏)이 지난 2005년 설립

Ÿ 2017년 6월 동만탕과 계약을 체결한 만화가의 수는 51명이며 현재까지 완성한 작품만 
94편, 제작 중인 작품의 수는 63개로 파악

Ÿ 만화 창작 스튜디오의 투자 유치가 흔치 않았던 지난 2013년, 수백만 위안 규모의 엔젤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2015년 11월 1,782만 위안의 Pre-A라운드 투자를 획득

Ÿ 잇따른 투자에 성공한 이후 동만탕은 만화 IP의 2차 창작에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

○ 특히 2017년 초 Tencent로부터 수천만 위안 규모의 투자 획득과 함께 텐센트동만과 전략

적 제휴를 체결하고 텐센트동만에 웹툰 연재와 만화 IP 개발 협력을 전개하면서 출판만화 

시장에서 웹툰 시장으로의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철저한 분업 시스템을 통해 고퀄리티 작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만화에서 

획득한 매출의 약 30%를 만화 제작팀에 분배

Ÿ 주필과 스토리팀에서 만화의 스토리와 주제를 선정한 후, 만화 플랫폼에 해당 기획안을 제
출해 플랫폼의 수요에 맞는 주제를 최종 선정하며, 주제에 적합한 그림 작가에게 매칭

Ÿ 설립 초기 프랑스, 일본, 스위스에서 약 40편의 만화도서를 출판하며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임

2) 섬머 주(Summer Zoo)

가. 창작집단 개요

○ 2004년 유명 만화가 야오페이라(姚非拉)가 설립한 중국의 메이저 만화 창작 스튜디오 ‘

Ÿ 광저우, 항저우, 우한, 충칭, 베이징 등 중국 5개 도시에 별도의 사업 센터 운영

Ÿ 일본 유명 만화가, 편집장과 협력해 중국 우한과 일본 도쿄에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 
만화 창작 스튜디오  ‘I·magic'을 설립

나. 사업영역

○ 2006년 항저우로 본사 이전과 함께 만화, 애니메이션, 예능 등 영상 콘텐츠 창작 및 유통업

체 항저우섬머주영상애니메이션제작유한공사(杭州夏天岛影视动漫制作有限公司)를 설립

Ÿ 2017년 무협 고전소설 ‘소오강호(笑傲江湖)'의 만화화, FPS게임 ‘생사저격(生死狙击)' 
만화화, ‘80℃' 실사 영화화, 대형 애니메이션게임 ‘신선학원(修仙学院)' 제작 투자, 베
스트셀러 소설 10여 편의 만화화, 전통 출판업계와의 투자 협력, 애니메이션 IP 개발 협력 
등 7대 프로젝트 추진 중 

다. 주요 공급처

○ 섬머 주 소속 주요 작가들이 텐센트동만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작품을 연재 

48) 앞서 본문에 언급했듯이 중국에서 만화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동만(动漫)’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동만’은 애니메이션의 의미가

강함. 중국 대학 내 만화 관련 학과 역시 대부분 ‘동만학과’로, 애니메이션 관련 커리큘럼 위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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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창작자별 비교

○ 시아다(夏达), 후웨이(胡伟), 샤오신(小新) 등 스타 작가들을 배출하며 만화계 ‘꿈의 스튜

디오’로 불릴 정도로 탄탄한 인력 풀과 창작지원 시스템이 강점

Ÿ 만화 장르 역시 로맨스에서부터 역사, 모험 등 다양한 장르에 포진 

3) 크리스탈 페인팅(Crystal Painting)

가. 창작집단 개요

○ 중국 유명 만화가 공이젠(龚毅坚)이 2012년 설립한 만화 창작 스튜디오로 약 10명 규모의 

만화가를 보유

Ÿ 그간 많은 IP 사업 플레이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왔던 공이젠은  결국 2016년 초 중국 
대형 영화제작사 인라이트 픽처스로부터 백만 위안 규모의 엔젤 투자를 유치하며 인라이
트 픽처스와 만화 IP의 2차 활용사업을 위해 손을 잡음

Ÿ 인라이트 픽처스 산하 애니메이션, 만화, 판타지 영상콘텐츠 제작사 컬러룸 픽처스가 크리
스탈 페인팅의 지분 25%를 소유

○ 공이젠 작가는 향후 크리스탈 페인팅의 창작방향을 웹툰 창작과 만화 IP의 2차 활용에 초

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힘

○ 크리스탈 페인팅은 인쇄 미디어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창작능력을 축적했으며, 사실적인 청

춘물이 강점이라는 평가

Ÿ 중국 만화 창작 스튜디오 대부분 최근 웹툰 시장의 성장으로 작품 공급처를 인쇄 미디어에
서 웹툰 플랫폼으로 전환한 반면, 크리스탈 페인팅은 기존의 출판만화 유통채널과 장기간 
연재 계약을 유지하며 이들로부터 얻는 원고료와 인세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음

Ÿ 이와 함께 최근 콰이칸만화, 텐센트동만, 웨이만화, 장위에 등 웹툰 플랫폼에도 작품을 공급  

4) 만옌싱콩

○ 2015년 인라이트의 모회사 인라이트 미디어가 원로 만화가 옌카이(颜开)가 지난 2008년

부터 운영해 온 만화 창작 스튜디오인 옌카이문화를 인수하여 탄생한 만화 창작 스튜디오임

Ÿ 인라이트 미디어의 인수로 조직 규모가 커지자 최근 운영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스튜디오 
직속 직원 약 30명 이외에 다수의 만화가, 스튜디오와 제휴

Ÿ 주업인 만화 창작 외에 만화가들의 OSMU를 지원하는 매니지먼트 사업도 추진할 계획

○ <설야(雪椰)>, <신정방(神精榜)> 등 70개 이상의 만화 IP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열혈 

소년물, SF, 판타지 장르에 포진

Ÿ 2017년부터 웹툰 독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청춘, 소녀, 로맨스 장르 의 웹툰을 창작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신작 창작보다 기존 작품의 향수를 일으킬 수 있는 OSMU에 초점을 맞
추고 있음

Ÿ 매월 500여 페이지의 만화 창작이 가능

Ÿ 옌카이 작가가 원로 만화가인 만큼 만옌싱콩 만화의 독자 기반이 1970년대∼2000년대 
생으로 광범위하다는 점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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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원 및 소득수준

○ 소수의 스타급 만화가를 제외한 일반 만화가의 약 90%는 출판사로부터 지급받는 원고료가 

메인 수익임

Ÿ 만화가 대부분 초판 인쇄 시 인지도에 따라 4,000∼1만 위안 수준의 원고료를 차등 지급받으며 
인세는 7∼12%(평균 7∼8%) 수준으로 만화 창작만으로는 큰 수익을 얻기 어려운 실정

Ÿ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력별 만화가의 월간소득은 신인 만화가와 중급 작가가 각각 약 
4,000위안, 3,000∼5,000위안으로 추산

9.3. 창작 생태계 최근 동향

○ 웹툰 전성시대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가 전통 출판만화가들이 공통으로 고민하는 문

제로 부상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세간에 화제를 일으켰던 중국의 대표적인 출판만화가 

시아다 작가와 만화 창작 스튜디오 섬머 주 간 계약 종료를 둘러싼 이슈는 출판만화 업계의 

현주소를 반영

Ÿ 시아다 작가는 지난 10년 동안 몸담았던 섬머 주와의 계약에 종지부를 찍고, 2017년 9월 
콰이칸만화와 독점 연재 계약을 체결

Ÿ 2016년 12월 시아다 작가는 개인 웨이보에 2007년 섬머 주와 계약한 이후 섬머 주와 배
분한 원고료·인세·판권료를 제외하고, 고용 임금이나 계약금, 주식 등 추가 수익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폭로해 업계에 파장을 일으킴

Ÿ 일각에서는 중국 만화산업의 급성장에 맞춰 업계의 수익 배분구조를 합리적으로 변화시켜
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지적

Ÿ 또한 계약 기간 창작한 만화의 판권은 창작 스튜디오에 귀속되는데, 그동안 판권 운영 과
정에서 ‘을’의 위치였던 만화가의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 무엇보다 전통 출판만화 시대의 대표 작가와 중국 최대 웹툰 플랫폼이 ‘맞손’을 잡았다

는 점이 주목할 대목임

Ÿ 2017년 10월 시아다는 향후 더욱 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콰이칸
만화를 통해 웹툰 창작을 시도하는 한편49), 출판사와 협력해 출판만화 출간도 병행하겠다
고 밝힘   

Ÿ 결국 만화의 주 소비층인 24세 이하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웹툰 창작은 거스를 수 없
는 흐름이라는 평가50)

10. IP 비즈니스 환경

10.1. IP 활용에 대한 인식

○ 최근 몇 년 전부터 영화, 게임, 드라마, 웹소설 등 중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급성장과 문화 

콘텐츠 업계에 거세게 불고 있는 IP 각색 열풍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만화 IP가 원천 콘텐츠

로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토양이 형성

49) 콰이칸만화 내부에는 페이지 만화를 스크롤 형태로 변환하는 편집자가 존재

50) 실제 콰이칸만화 연재 작품을 통해 시아다 작가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볼 때 웹툰 플랫폼의 홍보 효과가 젊은층 공략

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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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국 무협소설과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드라마, 영화, 게임화가 활발하게 이
루어져 왔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IP의 활용과 접목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Ÿ 중국에서 IP 비즈니스의 중심축인 웹소설 시장은 2013∼2016년 연평균 34.3%의 폭발적
인 성장률을 기록하며51) 중국 대중문화에서 파급력이 큰 콘텐츠로 급부상함  

○ 그간 주요 원천 콘텐츠였던 웹소설 IP의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웹소설에 비해 저비용의 시나리오 소스로서 만화 IP에 접근하고 있음

Ÿ 만화 자체만으로 수익 창출이 어렵고 시장규모도 작기 때문에 IP 활용에 따른 수익이 업계

가 가장 기대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

[그림 Ⅲ-3-7] 중국 IP 산업 밸류체인

자료: 광전총국, ‘중국인터넷만화출판발전보고서52)’(2017)

○ 이처럼 만화 IP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잠재력과 기대감이 높으나, 만화 IP의 판권 

수익이 만화 IP 육성에 필요한 투자에 비해 낮은 상황 

Ÿ 현재 인기 웹소설 IP의 판권료가 2차 콘텐츠의 유형에 상관없이 수백만 위안에 달하며 고
공행진하는 양상이나, 대다수 만화 IP의 판권료가 수십만 위안 수준에 형성

○ 이는 웹소설의 온·오프라인 독자층이 만화보다 광범위하고, 웹소설 창작 기간이 만화보다 

짧기 때문에 수익성이 효율적이기 때문임

10.2. 만화의 IP 전환 사례

1) 만화 IP의 애니메이션 전환 사례

○ 초창기 중국 웹툰 플랫폼들은 웹소설의 인기에 따라 웹소설을 웹툰으로 각색해 웹툰 독자

들을 확보해 왔으며, 최근에는 웹툰 IP를 다양한 콘텐츠로의 활용을 시도하고 있는데 시기

에 따라 크게 3가지 발전 단계로 분류 가능 

Ÿ 1단계(2012∼2013년): <십만개냉소화>, <시형> 1편 등 인기 웹툰의 애니메이션화로 만
화 IP의 활용이 시도되었는데, 당시 작품들의 퀄리티가 높지는 않으나 두 작품의 흥행은 

51)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웹소설 시장규모는 약 90억 위안으로 2012년 대비 4배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

52) 도표 내 각 콘텐츠 시장규모는 2015년도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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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자본이 웹툰 업계로의 유입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

Ÿ 2단계(2014∼2015년): <단뇌>, <추봉>, <중국경기선생>, <왕패어사>, <호요소홍랑> 1
편 등이 대표작으로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천차만별이었으며, 중일 합작 애니메이션인 
‘추봉’과 같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한 시기로 볼 수 있음

Ÿ 3단계(2016년 이후): <호요소홍랑> 2편, <진혼가>, <일인지하> 등 양질의 애니메이션이 
잇따라 등장하며 웹툰의 애니메이션화가 번성기에 진입

○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만화 IP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을 주도

2) 만화 IP의 드라마 전환 사례

○ 방송사로 역수출되는 웹드라마가 연이어 등장할 정도로 중국 드라마 시장에서 웹드라마의 

영향력이 TV드라마를 추월하면서 TV드라마보다 웹드라마로 각색되는 사례가 증가 

Ÿ 중국 웹드라마는 TV 드라마와 유사하게 편당 30분 내외이므로 사실상 웹드라마와 TV 드
라마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양상 

○ 최근 중국 콘텐츠 시장에서 만화뿐만 아니라 소설, 영화, 드라마 등 일본 IP를 각색한 작품

이 원작의 명성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에도 중국 업계에서는 일본 IP 확보에 투자를 확대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IP의 가격 역시 증가 추세

10.3. 주요 미디어믹스 플레이어

○ 만화 IP 활용에 가장 적극적인 사업자는 중국 ‘범오락’ 시장의 선두주자인 텐센트로 텐

센트는 각종 원천 콘텐츠 발굴과 육성을 통해 범오락 생태계 구축에 전력투구

Ÿ 텐센트 픽처스는 2015년 설립 초기부터 “영화·드라마 제작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
며 인기 IP에 기반을 둔 팬 경제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Ÿ 2017년 9월 텐센트 픽처스는 만화 10편을 포함한 IP 기반 영화 제작 프로젝트를 발표

Ÿ 2016년 기준 <시형>, <중국경기선생> 등 텐센트동만 내 만화 16편이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됨  

Ÿ 텐센트동만의 저우정위(邹正宇) 총책임자는 “만화 IP를 다른 콘텐츠로 각색해 성공을 거두기
가 결코 쉽지 않다”며 “2차 콘텐츠의 창작 방법과 법칙에 맞는 재창작이 필요하다”고 언급

○ 2017년 4월 텐센트 픽처스(Tencent Pictures)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iQIYI과 영화 

제작사 21세기폭스, 신피엔창잉예(新片场影业), 보러잉예(伯乐影业), 하오지아후오잉예(好

家伙影业), 시나위러(新浪娱乐) 등 6개 업체와 손잡고 텐센트동만 내 만화 10편을 웹영화

로 각색하는 ‘비이신영화프로젝트(比翼新电影计划)’를 발표 

11. 만화 팬덤 문화

11.1. 만화 팬덤 문화 유형

○ ACG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중심으로 매년 열리는 각종 만화박람

회가 중국의 만화 팬덤 문화 중심지이며, 최근 들어 우한, 청두, 충칭 등 중형 도시로도 만

화 팬덤 문화가 확산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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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월 1∼8일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 기간 중국에서 열린 만
화박람회가 302개에 달한 것으로 추산

11.2. 주요 오프라인 행사/축제

1) 중국 국제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CICAF)

명칭
중국 국제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China International Cartoon & Animation Festival
中国国际动漫节

주관조직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저장성인민정부

개최기간 매년 4월 말∼5월 초순 (2017.4.26∼5.1 개최)

홈페이지 www.cicaf.com

개최장소 항저우 백마호수 애니메이션플라자

참가기업(2017) 2,587개

관람객 수(2017) 139만 4,500명

거래액(2017) 약 130억 위안

전시 분야 피규어, 게임, 도서, 완구, ACG 캐릭터 의류 등

자료: CICAF(2017.10)

○ 2005년부터 매년 봄 항저우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Ÿ CICAF 기간 중국 만화·애니메이션 업계 최고 영예의 상인 ‘골든 몽키킹 어워드
(“Golden Monkey King” Award)’를 개최

2) 중국 국제 만화 페스티벌(CICF Expo)

명칭
중국 국제 만화 페스티벌

China International Comic Festival
中国国际漫画节动漫游戏展

주관조직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광둥성인민정부

개최기간 매년 10월 초순 (2017.10.1∼10.5 개최)

홈페이지 www.cicfexpo.com

개최장소 광저우 바오리세계무역박람관(广州保利世贸博览馆)

참가기업(2017) 약 300개

관람객 수(2017) 29만 3,000명

거래액(2017) 약 70억 위안

전시 분야 피규어, 게임, 도서, 완구, ACG 캐릭터 의류 등

자료: CICF Expo(2017.10)

○ CICF Expo의 전신은 광둥성·홍콩·마카오 ACG 박람회로 2013년 CICF Expo로 

전환했으며, 2014년 국가급 박람회로 승격된 이후 박람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현재 중

국 남부 지역 최대 ACG 박람회로 발전

11.3. 망가/웹툰 온라인 커뮤니티

○ 중국의 망가 또는 웹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는 중국 최대 검색포털 바이두(Baidu)에서 운

영하는 게시판 형태의 인터넷카페 ‘티에바’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

Ÿ 티에바 이외에 웨이보를 기반으로 소셜 활동을 하며, 웹툰 단독 커뮤니티보다 에이씨펀
(AcFun), 빌리빌리 등 종합적인 2차원콘텐츠 사이트가 만화 독자들의 주요 교류공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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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대만 시장의 이해

1. 자국 만화의 전통

1.1. 만화를 보는 시각

○ 최근 대만 사회에서 여가문화 수요 증가로 만화가 가볍게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오락수

단으로 각광을 받으며 젊은층의 빼놓을 수 없는 대중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

Ÿ 2002년 국가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작용할 ‘문화창의 산업’ 목록을 발표 및 육성에 착
수했으며, 2003년 만화가 문화창의 산업에 정식 채택됨53)

Ÿ 그러나 대중 사회에서는 만화가 청소년의 심신 건강에 끼치는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
기된 바 있으며, 만화가 청소년용 콘텐츠라는 인식이 보편적임

1.2. 만화 유형

○ 중국어권인 대만에서 만화의 유형은 중국과 거의 동일한데, 출판만화 이외에 온라인 만화 플랫폼

에서 출판만화를 스캔하거나 웹툰 형태로 제공하는 만화를 ‘온라인 만화(網絡漫畫)’로 통칭

○ 대만 만화는 화풍에 따라 망가 스타일과 카툰 스타일로 분류 가능한데, 망가의 영향이 깊기 

때문에 망가의 문법구조와 화풍을 답습한 흑백 만화의 망가 스타일이 우위를 차지

Ÿ 대만 만화가 망가 스타일의 아류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망가에 비해 컷마다 대사가 더 많고 
그림이 정교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슈퍼 히어로 코믹스와도 유사

Ÿ 즉, 일본 극체화와 미국 코믹스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작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
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1.3. 만화 독자

○ 대만 만화 시장은 1020세대의 젊은층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의 보급, 디지털 콘

텐츠 다양화 등에 따라 출판만화와 디지털 만화의 소비가 타격을 받고 있음

Ÿ 대만인의 연평균 출판만화 이용권수는 2015년 19.7권에서 2016년 18.3권으로 1.4권 감
소했으며, 동기간 디지털 만화 연평균 이용권수 역시 29.7권에서 28.3권으로 감소 

○ 출판만화 평균 소비금액은 2015년 1,358NT$에서 2016년 1,188.3NT$로 감소

Ÿ 디지털 만화 평균 소비금액 역시 2015년 967NT$에서 2016년 722.7NT$로 감소

1.4. 선호 및 금기 장르

○ 대만 만화 시장에서 동그랗고 큰 눈, 귀엽고 앳된 외모의 소녀풍 만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만 만화 업계 최고 권위의 상인 ‘골든 코믹 어워즈(Golden Comic Awards)’에 ‘최고소녀만화

상’이 수상 분야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대만 만화 시장에서 소녀 만화 독자가 일정 규모를 형성

Ÿ 업계에서는 소녀 만화의 타깃을 통상 6∼18세 소녀로 설정

○ 대만은 창작 활동에 대해 표현상의 자유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청소년 및 유아에게 악

53) 대만 문화창의 산업은 크게 15개 산업으로 분류되며, 그 중 만화는 출판 산업의 하위 카테고리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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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

Ÿ ‘제한등급’에는 도박, 마약, 강간, 강도, 납치, 살인 또는 기타 범죄행위와 자살과정, 공
포, 잔인함, 변태적 내용을 과도하게 묘사한 콘텐츠를 포함

1.5. 타국 만화 수용도

○ 일본 망가가 대만 만화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어 해외 만화가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

Ÿ 대만 독자들은 오랫동안 망가를 접해 왔기 때문에 망가와 스타일이 다른 해외 만화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음

○ 대만 만화 독자들은 대체로 일본 망가의 작품성을 세계 최고라고 평가하며 열광하는 것으로 분석됨

Ÿ 최근 대만에 진출한 웹툰 플랫폼을 통해 보급되기 시작한 중국 만화에 대해서는 화풍이 아
름답지만 스토리가 허술하다는 평가

Ÿ 한국 만화는 2003년 <서바이벌 과학상식>이 대만 학습만화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면서 현재까지도 대형 쇼핑몰, 서점에서 한국 학습만화를 쉽게 접할 수 있어 한국은 학습
만화가 강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음

Ÿ 라인, 코미코 등 중국처럼 대만에 진출한 한국 웹툰 플랫폼을 통해 한국 웹툰이 대만 시장
에서 서서히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포, 스릴러 장르가 특화되어 있다는 평가 

2. 망가의 영향력

2.1. 망가 확산 배경

○ 대만은 일제강점기부터 망가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 왔으며, 한국에 비해 반일감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망가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음

Ÿ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만화협회가 지도하는 만화 수업을 받고 만화가가 되어 
귀국 후 활약한 만화가들이 상당수 존재54)

Ÿ 1980∼90년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일본 망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황금기를 구가

○ 국민당 독재 정권의 만화 창작 활동 규제로 대만 만화가들의 창작활동이 위축된 데다 일본 망가 수

입으로 망가의 영향력이 커지자, 대만 출판사들도 대만 만화보다 망가 연재에 주력하기 시작

2.2. 망가 수입 현황

○ 대만은 아시아에서 출판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곳으로 평가 받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대

만 출판 시장이 불경기를 맞고 있음 

Ÿ 신작 출판 수가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번역서의 비율이 높은 점이 최근 대만 
출판 시장의 특징임

Ÿ 대만 국가도서관(National Central Library)에 따르면 2016년 신작 번역서 중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한 분야가 바로 만화로, 신작 번역서 중 21.55%인 2,094종으로 집계

Ÿ 신작 만화 번역서 중 약 90%가 일본 망가로 망가의 시장 장악력이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분석됨

54) 대만의 각별한 ‘만화 사랑’…‘일본 망가’ 영향력 절대적, 2017.9.14.,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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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망가의 독자

○ 대만에서 망가는 글로벌 영화 시장에서 할리우드 영화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

에 비유할 수 있는데, 만화 독자라면 거의 대부분 망가를 읽는다고 할 수 있음 

Ÿ 특히 대만의 1020세대 젊은층이 만화 소비를 주도하고 있음

2.4. 인기 망가 장르

○ 대만 독자가 구매 경험이 있는 출판만화 및 디지털 만화의 장르를 살펴보면 액션 모험, 로

맨스, 탐정추리, 코믹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일본 망가의 영향을 받

은 트렌드로 분석됨

3.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3.1. 모바일 인터넷 보급

○ 전통적인 하드웨어 제조 강국인 대만은 하드웨어를 뒷받침할 모바일 인프라 역시 탄탄하며, 

LTE 보급 가속으로 모바일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음

Ÿ 대만 네트워크정보센터(TWNIC)가 2017년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은 80.2%로55) 나타남 

Ÿ 그 중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이용률은 52.5%로 PC(22.1%)를 크게 추월한 것으로 조사

3.2. 모바일 기기 보급

○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대만 휴대전화 이용자 수는 

2,892만 9,000명으로 보급률이 126%에 달함

Ÿ 4G 이용자는 1,806만 7,000명으로 휴대전화 이용자의 36.19%를 차지

3.3. 모바일 라이프와 스낵컬처

○ 2016년 하반기 대만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SNS·채팅 앱을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Ÿ 대만 네티즌 중 약 40%는 하루에 SNS에 소비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으로 SNS가 대만인
들의 일상에 깊숙하게 침투

○ 라인은 대만 전체 앱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앱으로, 중국 최대 인스턴트 메신저 위챗의 중

국 내 영향력56)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음

3.4.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동향

1) 모바일 결제 인프라 현황

○ 대만 소비시장은 현금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금융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와 편의성 부

족으로 인해 모바일 결제 보급률은 낮은 편

55) 조사 대상자 3,153명 중 최근 6개월 내 인터넷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

56) Cheetah Lab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중국에서 위챗의 주간 활성 이용률은 81.15%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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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유료화 시도 확산

○ 디지털 음악과 영화, 드라마, 게임, e북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 유료화 시도 움직임이 확

산되고 있으나, 이용자의 결제 습관이 전반적으로 낮은 현실을 감안해 부분 유료화로 이용

자들의 반응에 따라 유료 범위를 서서히 확대하는 양상  

3) 모바일 결제 이용 현황  

○ 문화부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향후 구매 혹은 결제를 원하는 만화 장르”에 대한 조사 결과, 

출판만화는 액션·모험(20.1%), 캐주얼·코믹(16.3%), SF·마법(14.7%) 순으로 나타남

Ÿ 디지털 만화의 경우 캐주얼·코믹(15.5%), 액션·모험(15%), 로맨스·문예(13.6%) 순으로 조사

4. 출판만화 시장 현황

4.1. 출판만화 시장 최근 동향

1) 만화가, 해외 웹툰 플랫폼으로의 이탈 증가

○ 최근 출판만화 시장이 침체한 데다, 한국과 중국 등 해외 웹툰 플랫폼의 대만 진출로 대만

보다 원고료가 높은 해외 웹툰 플랫폼으로 이탈하는 만화가가 증가

Ÿ 라인, 코미코 등 대만에 진출한 한국 웹툰 플랫폼들이 현지 만화가들과 연재 계약을 통해 콘텐츠를 공급

Ÿ 특히 중국 웹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웹툰 공급이 부족해지자, 중국 웹툰 플랫폼들은 원고료가 중국 
만화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언어와 문화적 장벽이 없는 대만 만화가를 발굴

Ÿ 이 외에도 중국에서 인기있는 망가 스타일의 작화가 가능하고, 계약 과정에서 중국 만화가에 비해 
노이즈가 적어 신뢰도가 높다는 점 등이 중국 업계에서 대만 만화가를 선호하는 배경으로 지목

○ 만화가 해외 유출로 인해 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우수 만화가를 확보하기 위해 점점 많은 

원고료를 투자해야 하는 상황

2) 자국 만화 활성화 위한 업계의 노력 확산

○ 업계에서는 대만 만화 활성화와 만화가 육성을 위해 정부의 만화 산업 투자 확대를 촉구하

는 한편, 자발적인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로 타이베이시만화종사자협회(台

北市漫畫從業人員職業工會)가 대만 관광국과 타이베이시문화국과 협력해 주최한 ‘제1회 

대만 만화축제(台灣漫畫節)’가 2017년 10월 24일∼11월 4일 타이베이시에서 개최

Ÿ 대만 만화축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에서 열린 만화 이벤트 대부분 일본 망가를 전시
해 대만 만화가들의 활동 무대가 부족했다는 현실적 우려를 반영해 대만 창작만화 홍보와 
발전을 위한 취지로 신설

4.2. 출판만화 시장규모 추이

○ 2015년 대만 출판만화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00만 달러 감소한 900만 달러를 기록  

Ÿ 대만 출판만화 시장은 2011년 1,300만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2019년까지 사실상 정체될 전망인데, 이는 다채로운 디지털 콘텐츠와의 경쟁으로 침체기
에 직면한 대만 전체 출판 시장의 흐름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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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4∼19

CAGR
출판 만화 매출 11 13 12 10 10 9 9 9 9 9 -3.7%

디지털 만화 매출 - - 1 1 1 1 1 1 1 1 11.4%

합계 11 13 13 11 11 10 10 10 10 10 -1.9%

<표 Ⅲ-4-1> 2010∼2019 대만 만화시장 규모 및 추이 전망(단위: 백만 달러)

자료: PwC(2015)

4.3. 잡지와 단행본 발간 종수

○ 출판시장의 침체는 만화 단행본 시장에도 타격을 끼쳤는데, 신간 만화 종수가 2014년 

2,517종에서 2016년 2,325종으로 감소

Ÿ 2016년 신간 만화 중 해외 만화를 번역한 만화가 무려 90.06%인 2,094종으로 집계되었
으며, 이 중 절대다수가 일본 망가로 파악

4.4. 주요 만화출판업체  

1) 동리출판사(東立出版社)

○ 1977년부터 만화를 전문 출판 및 유통해 온 대만 최대 만화 출판사로 홍콩(93년 설립)에도 지점을 운영

Ÿ 일본, 한국 만화 수입뿐만 아니라 대만 만화와 출판물의 홍보와 판매를 전개

○ 1992년 일본 슈에이샤로부터 <주간소년 JUMP>의 콘텐츠 판권을 획득하는 등 일본 잡지와 

<드래곤볼>, <유유백서>, <짱구는 못말려> 등 일본 대표 만화 작품을 대거 수입해 출판

Ÿ 한국 만화는 2017년 10월 기준 약 60편의 작품을 출판하였는데, <궁(박소희)>, <티아라
(이윤희·카라)>, <메리는 외박중(원수연)>, <하백의 신부(윤미경)> 등 유명 작품을 중심
으로 꾸준히 출판하고 있음

○ 일본 망가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만 만화가 창작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Ÿ 대만의 전통적인 일반도서 출판사 거의 대부분 지역 도매상을 통해 도서 출하 및 반환 업무를 하
지만, 동리출판사는 1989년부터 대만 전국 주요 도시에 만화 전문 유통·물류망(직판점)을 구축
했으며, 현재 7대 직판점을 운영해 전국에 약 8,000곳의 소매 유통지점에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

2) 창홍출판사(長鴻出版社)

○ 1991년 6월 타이난시에 설립된 만화 전문 출판 및 유통사로 창홍출판사의 모회사는 교과

서 출판사인 난이서국(南一書局)임

Ÿ 만화 장르는 크게 남성향, 여성향, BL·GL, 일반 4가지로 분류해 출판

3) 지엔돤출판사(尖端出版社)

○ 대만 출판사 사이트 퍼블리싱(Cite Publishing)이 1982년 설립한 만화 출판사

Ÿ 1991년 일본 쇼가쿠칸의 만화 <우루세이 야츠라(うる星やつら)> 판권을 획득해 출판하면
서 일본 망가를 본격적으로 출판하기 시작

Ÿ 온라인 만화 플랫폼 ‘Comic Star’를 운영 중이며, 소년·소녀만화 장르 중심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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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출판만화 유통 채널

○ 대만 출판만화 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출판사가 직접 소매 유통사와 만화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작가→출판사→소매 유통사’의 비교적 단순한 과정을 거쳐 만화가 유통

Ÿ 주요 소매 유통채널로는 프랜차이즈 오프라인 서점 청핀(誠品)과 진스탕(金石堂), 노벨
(諾貝爾) 등과 온라인 전문서점 보커라이(博客來), 편의점 등이 존재

구분 금액(단위: NT$) 비고

원가57) 25
출판서적 수가 많을수록 원가가 낮아지며, 2,000권 출판 시 권당 

원가가  22NT$ 이하 수준으로 감소

정가 100 -

유통사 수익 40 통상 할인판매를 염두하고 정가의 40%를 획득

출판사 수익 40
만화가에 지급하는 인세, 인쇄, 조판, 각종 부가지출(마케팅 등), 

출판사 운영비 등의 비용을 포함

만화가 10 통상 8∼10%의 인세를 획득

<표 Ⅲ-4-2> 대만 출판만화의 수익 배분구조

 

자료: STRABASE(2017.9)

○ 출판 시장이 침체하고 있음에도 만화 구매 경로는 오프라인 프랜차이즈 서점이 42.5%58)

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단순히 도서 구매 공간을 넘어서 문화 소비 및 교류 

공간으로 자리잡은 점이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됨

4.6. 출판만화 지원 제도·정책 

1) 대만 만화 출판·홍보 지원금

○ 정부의 지원은 주로 문화부에서 주관하며, 크게 ▲만화 출판, 홍보 등 관련 기업 또는 개인에 대

한 보조금 지급, ▲만화 인재 육성 프로젝트 ‘코믹 스타스(Comic Stars)’ 운영 등으로 분류

Ÿ 문화부는 기존 지원금 이외에 2018년 1분기부터 4년 간 10억 NT$를 투자해 ACG 산업
을 육성하는 한편, 만화가와 작품, 창작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

Ÿ 이는 만화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과학기술과 접목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증
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2017년 말 공개 예정    

2) 만화 인재 육성 프로젝트 ‘코믹 스타스(Comic Stars)'

○ 문화부는 2013년부터 자국 만화 산업 인재 육성, 만화 산업 실무 교육 강화를 취지로 만화

가 지망생 교육 프로젝트인 ‘코믹 스타스(Comic Stars)’를 매년 운영

Ÿ ‘코믹 스타스’는 출판사 편집자, 만화가를 비롯한 업계 전문가와 강의진이 만화 캐릭터 
창작, 작화 기술, 인체 골격 구조 등 만화 창작 기술과 산업 현장 참관 등 실무 교육에 중점

3)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위한 6대 정책 방향

○ ‘제8회 골든 코믹 어워즈 시상식’에 참석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만화 및 애

57) 만화서적 1,000권을 기준

58) 중복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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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메이션 산업을 진흥시키겠다”고 강조하며,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위한 6대 정

책 방향을 제시

Ÿ 첫째,‘창작 환경 완비’를 위해 인재 육성에서부터 출발해 만화 산업 인재 풀 구축, 만화 및 애니메이션 기지 
설립, 우수 창작자와 업계 종사자 독려를 위한 지원금 지급 등에 주력 방침

Ÿ 둘째,‘콘텐츠 유통채널 다양화’로, 출판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확대를 통해 우수 작품을 독자들에게 유통

Ÿ 셋째,‘이종 업계 간 융합 가속’으로, 만화와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성과물 창출을 목표

Ÿ 넷째,‘만화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이 창작자와 보다 간편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Ÿ 다섯째,‘ACG 산업 육성 확대’로, 행정원이 추진 중인 ‘뉴미디어 플랫폼 기반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토대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추진

Ÿ 여섯째, ‘국가만화박물관’을 설립해 만화 역사 자료 수집, 디지털 저장 방식 통한 만화 자산 전시 등에 나설 계획

5. 디지털 만화 시장 현황

5.1. 디지털 만화를 보는 시각

○ 대만에서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산, 디지털 환경 개선으로 대만 독자들의 디지털 만화에 대

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디지털 콘텐츠를 유료로 구독한다는 인식이 아직 자리잡지 

않아 디지털 만화 소비를 보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Ÿ 디지털 만화는 웹툰의 스크롤 방식과 풀컬러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기존 출판만화 독자
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화 미디어로 평가됨 

Ÿ 그러나 디지털 만화 해적판이 인터넷에 만연하고 디지털 만화 최신작 공급 수가 출판만화
에 비해 다양하지 않은 데다, 온라인 서점 판매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주류 만화로 자
리매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

○ 대만 만화 시장에서 디지털 만화에 비해 출판만화의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디지털 만

화에 대한 만화가들의 관심은 낮은 편

5.2.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

○ 유·무선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및 태블릿 보급 확산에 힘입어 출판만화 시장이 서서히 축소

되는 반면, 디지털 만화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11.4%씩 꾸준히 성장할 전망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4∼19

CAGR

출판 만화 매출 11 13 12 10 10 9 9 9 9 9 -3.7%

디지털 만화 매출 - - 1 1 1 1 1 1 1 1 11.4%

합계 11 13 13 11 11 10 10 10 10 10 -1.9%

<표 Ⅲ-4-3> 2010∼2019 대만 만화시장 규모 및 추이 전망(단위: 백만 달러)

자료: PwC(2015)

5.3. 디지털 만화 저해요인

○ 안정적인 만화 창작 환경이 부재하다는 점이 디지털 만화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

림돌로 평가되며, 유통 플랫폼 부족, 중국 출판사와의 경쟁, 디지털 만화 플랫폼의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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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미성숙 등도 디지털 만화 시장 성장을 위한 해결과제로 지목

5.4. 디지털 만화 시장 최신 동향

○ 대만 최대 온라인 서점 보커라이가 2017년 9월 4일 디지털 소설과 교양서, 만화 등을 제공

하는 e북 플랫폼을 오픈

Ÿ 디지털 도서를 단독 구매 시 출판도서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출판도
서와 디지털 도서 동시 구매 시 대폭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판도서 독자 유입을 도모

5.5. 주요 디지털 만화 유통플랫폼

1) 북워커(Book Walker)

○ 일본 카도카와 그룹이 일본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만화 플랫폼 ‘북워커’의 대만 버전으

로 2016년 2월 오픈 

○ 만화, 라이트 노블, 문학/소설, 일반/실용서, 잡지의 5대 카테고리로 나뉘며, 이 중 만화와 

라이트 노블의 공급 수는 대만 e북 플랫폼 중 최대 규모임

○ 2017년 10월 PC버전을 기준하여 대만 북워커에서 제공하는 만화 중 소년 만화가 3,646종

으로 가장 많으며, 소녀 만화가 2,594종으로 그 뒤를 이음

Ÿ 청년, 숙녀, BL, GL, 아동 장르의 만화가 각각 741종, 281종, 53종, 25종, 9종으로 집계

Ÿ 한국 만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

2) 하미수청(Hami書城)

○ 대만 최대 통신사 중화 텔레콤(中華電信)이 2009년 10월부터 운영하는 e북 플랫폼으로 도

서, 신문, 잡지와 함께 만화도 제공

○ 2015년 하미수청 내 다운로드 수가 500만 건을 돌파했으며, 2016년에도 실적이 지속적으

로 성장한 것으로 예상됨

Ÿ 하미수청 이용자의 60%가 36∼55세의 청·장년층으로 만화의 핵심 독자층과 다소 거리
가 멀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공급되는 디지털 만화 중 <코난> 시리즈, <신풍괴도 잔느> 등 
고전 망가 상당수를 차지  

Ÿ 문화부에 따르면 2016년 대만 독자가 디지털 만화를 결제한 경험이 있는 플랫폼 중 하
미수청이 3.5%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대한 중화 텔레콤 가입 기반과 
청·장년층의 높은 결제 능력이 디지털 만화 소비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6. 웹툰시장 현황

6.1. 웹툰을 보는 시각

1) 독자의 시각

○ 현재 대만에서 웹툰이 중국만큼 주류 만화 미디어로 부상하지는 않았으나, 독자들의 만화 소비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Ÿ 망가에 익숙한 일부 독자들은 웹툰의 풀컬러와 스크롤링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는 반응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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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웹툰이 모바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만화 형식으로 평가

Ÿ 2017년 5월 대만 인기 앱 TOP100에서 만화 앱 3개가 각각 40위권 안에 진입하며 빠르
게 인기몰이 중인 것으로 조사 

Ÿ 대만 최대 인스턴트 메시지 앱 라인을 이용하는 만화 마니아라면 대체로 라인웹툰을 이용
하기 때문에 라인의 이용기반이 매우 탄탄함 

Ÿ 최근 오리지널 만화 확보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 웹툰 플랫폼들이 다양하고 방대한 
만화 콘텐츠를 앞세워 대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 중

순위(대만 인기 앱 

TOP100 중 순위)
앱

주간 활성 

이용률59)
앱 개발사 개발국가

1(32) LINE Webtoon 3.10% 네이버 한국

2(35) 만화런(漫畫人) 2.97% 만화런 중국
3(36) Comico 2.93% 네이버 한국

4(-) 망가(漫咖) 0.69%  Sceneway Technology 중국(홍콩)
5(-) iComic 0.67%  iComic 중국

<표 Ⅲ-4-4> 대만 만화 앱 인기 순위(2017.5.1.∼5.7, 안드로이드)

자료: Cheetah Lab(2017.5), STRABASE(2017.9)

2) 만화업계의 시각

○ 대만 만화업계는 웹툰이 스낵컬처로서 주류 만화 미디어로 성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시각에 공감하고 있으나, 웹툰 시장을 견인할 현지 대기업이 아직 등장하지 않

아 웹툰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

Ÿ 이는 주요 출판만화 작가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다 신세대 웹툰 만화가들은 창작 
환경과 현지 시장수요가 대만에 비해 탄탄한 중국 및 한국 웹툰 플랫폼을 선호하기 때문에 
웹툰 공급원이 부족하다는 1차적 난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Ÿ 대만 현지의 주요 웹툰 플랫폼은 르겅코믹스(日更comics)를 꼽을 수 있는데, 연재 중인 
작품 수가 20여 편에 불과

6.2. 웹툰 시장규모

○ 대만 웹툰 시장은 아직 맹아기이고 웹툰 플랫폼도 소수의 웹툰 플랫폼이 주도하고 있기 때

문에 시장규모 추정은 무의미하나, 대만에 진출한 한국 웹툰 플랫폼들의 성과를 통해 성장 

잠재력 확인이 가능

Ÿ 2017년 7월 라인웹툰이 대만 진출 3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 라인웹툰은 
현재까지 누적 17억 뷰를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음 

Ÿ 코미코 역시 2016년 6월 기준 대만에서 다운로드 430만 건을 돌파하며 대만 웹툰 시장에서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1,300만 건을 기록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임

6.3. 웹툰 시장 지체요인

○ 대만 만화 산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만화 창작 인력 풀 부족, 웹툰 IP를 2차 사업화할 수 

있는 문화 산업의 기반 취약 등이 웹툰 시장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  

Ÿ 다만 최근 대만에 진출한 한국 웹툰 플랫폼들이 현지 만화가 육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59) 앱 주간 활성 이용자 비율=앱 주간 활성 이용자 수/대만 Anroid 주간 활성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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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신인 웹툰 만화가들의 성장 기회가 낙관적임 

6.4. 웹툰 시장 최신 동향

○ 웹툰이 이미지와 텍스트로 감상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애니메이션, 진동, 음악, 증강현실 등 

독자의 오감을 자극해 감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Ÿ 대표적 예로 2017년 5월 라인웹툰은 대만 최대 음원 플랫폼 KKBOX와 손잡고 세계 최초
로 음악 만화 시리즈를 선보임

Ÿ 라인웹툰은 이보다 앞선 2016년 10월 할로윈을 맞아 공포 웹툰에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
해 생생한 ‘귀신 체험’을 제공하며 웹툰에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6.5. 주요 웹툰 플랫폼

1) 르겅코믹스(日更comics)

○ 2016년 5월 대만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체 애니멘(Animen)이 고퀄리티 2차

원 콘텐츠 창작 및 유통 플랫폼을 시장 포지셔닝으로 설립

Ÿ 주요 창립멤버는 대만 및 일본 출판업계에서 장기간 경력을 쌓은 편집자 출신뿐만 아니라, 
일본 출판사 긴난샤(銀杏社)와 공동으로 조직한 현지 편집팀으로 구성 

Ÿ 모회사 애니멘은 2009년 타이베이에 설립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업체로 2016년 일본 
도쿄에 애니멘 재팬을 설립 

Ÿ 애니멘은 르겅코믹스 외에 애니메이션·만화 정보 플랫폼도 운영  

Ÿ 만화 이외에 애니메이션, 게임, 라이선스 등 2차원 콘텐츠 유통사업도 병행 

○ 2017년 10월 기준 20편 이상의 오리지널 만화를 제공 중이며, 해외 작품은 아직 제공하지 않음

Ÿ 르겅코믹스 플랫폼 이외에 텐센트동만, 넷이즈만화, 부카만화 등 중국 웹툰 플랫폼을 비롯
해 다양한 국내외 웹툰 플랫폼과 계약해 작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작품의 노출 기회를 극대
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Ÿ 연재 가능한 작품의 조건은 소년, 소녀, 청년, BL, GL 등의 장르 등 소재와 화풍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정치·종교적 성향이 짙거나 성인물 작품은 연재 불가

Ÿ 흑백 페이지, 컬러 스크롤, 4컷 만화의 3가지 유형으로 투고 가능

○ 2017년 10월 기준 대만·중국·일본 망가가 70명 이상의 작품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국 

작품은 아직 제공하지 않거나 공급 계획이 없음

○ 기존의 대만 디지털 만화 플랫폼에 비해 이용자 인터페이스와 요일별로 신작 만화를 업데

이트하는 방식 등 플랫폼의 외형적 디자인과 분위기가 한국 만화 플랫폼과 유사 

Ÿ 그러나 한국과 달리, 일본 출판만화처럼 우에서 좌로 마우스를 클릭해 페이지를 넘겨 읽는 
형태의 흑백만화가 대부분을 차지60)

Ÿ 일본 디지털 만화 비즈니스 모델을 대만 시장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작품의 기획과 창작, 

각색 등 만화 유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60) 만화 읽기의 기본 모드가 우에서 좌로의 페이지형이며, 별도의 버튼을 누르면 세로 스크롤, 페이지별로 읽기모드로 전환 가능. 일부 이용자들

은 우에서 좌로의 페이지형에 대해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제기. 르겅코믹스에서 모집하는 만화 형태가 흑백 페이지만화뿐만 아니라, 컬러 스

크롤과 4컷 만화 3가지로 분류되어 있어 향후 보다 다양한 형태의 만화를 제공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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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가(漫咖, Manga)

○ 2014년 설립된 홍콩 기업 신웨이 테크놀로지(Sceneway Technology)가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으로 2017년 5월 대만 인기 만화 앱 4위를 차지

○ 일부 콘텐츠는 유료로 제공하며, 망가의 사이버머니인 ‘쌀알(米粒)’을 일정 금액씩 앱 내 

구입으로 결제하거나 일정 기간별 VIP회원권을 구매한 후 유료 콘텐츠를 이용 가능 

Ÿ 중국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과 같이 쌀알로 자신이 선호하는 작품 또는 작가에 대해 팁 
주기가 가능하며, 팁을 받은 금액에 따라 인기 작품 순위가 매겨짐 

Ÿ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료로 전환되는 ‘기다리면 무료’ 방식을 도입하고 VIP회원은 즉시 
구독할 수 있도록 설계

○ 독점 작가, 판권 작가, 일반 작가로 나뉘는데, 독점 작가와 판권 작가만 각종 순위 선정 대

상에 포함되며 독점 작가가 판권 작가보다 인센티브 배분율이 높음 

○ 광고, 게임 공동 운영, 파생 상품 판매 등이 주요 수익원으로, 대부분의 콘텐츠가 무료인 대

신 광고가 다른 웹툰 플랫폼에 비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독자들이 서로 각종 글과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활발하며, 작품마다 댓글을 통

한 평가가 활성화되어 있음

7. 한국 출판만화 진출 현황

7.1. 수출 배경 및 성과

○ 현재 대만 출판 시장에서 한국 도서의 영향력은 높은 편인데 양국 출판 시장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만화로 평가됨

Ÿ 2002년 2월 ‘제10회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에 초청된 양경일, 윤인완, 박철호, 황정호 
등 한국 만화가 4명에 대해 대만의 주요 일간지인 자유시보, 대만신문보, 중화일보가 인터
뷰를 게재하는 등 기대 이상의 열렬한 환영을 받음

Ÿ 원수연 작가의 <풀하우스>가 대만에서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원수연 작가가 대만에서 경
호원을 대동해 사인회를 개최하기도 함 

Ÿ 당시 일본 망가가 이미 대만 만화 시장의 약 95%를 장악한 상황이었는데, 한국 만화가 망
가 못지않은 재미와 작품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폭력과 선정적인 장면이 많
은 망가에 비해 건전한 콘텐츠로 일부 보수적인 독자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음

○ 2003년 <서바이벌 과학상식>을 필두로 한 한국의 학습만화가 대만, 중국 등 중화권 출판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만화를 비롯한 출판도서가 대만에서 빠

르게 입지를 구축

Ÿ 아이세움 출판사는 2002년부터 대만 종합출판기업 산차이원화(三采文化)와 꾸준한 교류
를 통해 2013년 기준 총 172종을 출간하였으며, 대표 도서인 <보물찾기>, <서바이벌 시
리즈>가 각각 150만 부 이상 판매되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대만에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PC게임이 성행하면

서 만화 독자가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로 이탈해 출판만화 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한국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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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 명 홈페이지 전화 팩스 담당자 이메일

Bardon-Chinese 

Media Agency
www.bardonchinese.com

+886-(0)2-2364-499

5
+886-2-2364-1967

yushiuan@bardon.co

m.tw

Show we information 

co.,ltd
www.showwe.com.tw

+886-2 

-2796-3638#100
+886-2- 2796-1377

michael@showwe.co

m.tw

대만출판기업연합회

(台湾出版商业同业公
会联合会)

www.paroc.org.tw +886-2-2370- 0868 +886-2-2370- 6772
weih666@hotmail.co

m

지아시 

문화사업유한회사

(家西文化事业有限公司)

jiaxiblog.wordpress.com +886-2 -2321-4545 +886-2 -2321-6914
service@jiaxibooks.c

om.tw

만화 역시 학습만화를 제외한 일반 단행본의 대만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음 

○ 2016년 대만에서 ISBN을 신청한 한국 신간 만화가 6권에 불과할 정도로 대만 출판만화 

시장에서 한국 출판만화의 영향력이 미미하며 순정 로맨스 만화를 중심으로 한국 출판만화

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웹툰이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부상하면서 <펭

귄 러브 메브>, <다이어터> 등 인기 웹툰이 단행본으로 등장하는 양상  

7.2. 주요 수출 에이전시

1) 대만 에이전시

2)  한국 에이전시

에이전시 명 주력 도서 분야 담당자 전화번호

에릭양 에이전시 만화, 그림책, 실용, 인문 등 전 분야 김희순 대표 02-592-3356∼8

(주)임프리마 코리아
각종 저작권 수출입 중개(수입: 전 

언어권, 수출: 중국, 대만, 일본)
홍성일 대표

02-325-9155 

내선(중화권) 302

북존 에이전시
학습만화, 한국미술사, 

유아영어교재, 아동
노태수 대표 02-529-0943

캐럿코리아 에이전시 아동, 그림책, AR BOOK, 학습만화 백은영 대표 02-338-3688

에이전시 량 아동, 실용 양승준 대표
070-8828-9920/010-59

11-6284

연아 인터내셔널

(Linking-Asia International 

Inc.)

한자어권 출판물, 영상물, 

온라인콘텐츠, 플랫폼, 강연 기획
정연혜

010-4720-5313 / 

070-7079-4605

7.3. 주요 한국만화 출판사

○ 산차이원화가 <보물찾기(尋寶記) 시리즈>,  <내일은 수학왕(明日數學王)>, <브리태니커 

백과사전(漫畫大英百科)> 등 학습만화를 꾸준히 출간하고 있음

Ÿ 일반 출판만화는 대만 최대 만화 출판사인 동리출판사가 가장 활발한데, <풀하우스(浪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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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屋)>, <휴대퐁 조이(人形手機JOY)>, <티아라(Tiara)>, <하백의 신부(河神的新娘)>, 
<메리는 외박중(瑪麗外宿中)> 등 로맨스와 <용비불패(龍飛不敗)>, <열혈강호(熱血江湖)> 
등 소년, 무협 장르의 한국 만화를 주로 출간

7.4. 불법 복제 현황 및 대응

○ 대만은 이미 1980∼90년대부터 해적판 만화가 범람했으며61), 최근 독자들의 만화 이용채

널이 인터넷으로 변화하면서 인터넷 불법 만화 유통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화된 출판만화를 

회원 가입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음

Ÿ 2016년 말 대만 경제부 지적재산권 사무실(Taiw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는 타
이베이 광고에이전시협회(TAAA), 대만지적재산권산업연맹(TIPA)62)과 ‘해외 불법콘
텐츠사이트목록(IWL, Infringing Websites List)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을 체결

Ÿ 프로젝트의 핵심은 인터넷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광고주가 자발적으로 게
재를 중단하는 광고업계의 자율적인 행동 규약에 있음

사이트 한국 만화

만화구이

(www.manhuagui.com)
·한국 만화 카테고리 존재
·‘메리는 외박중’, ‘샤베트’ 등 대만판 스캔, 웹툰 다수

99만화

(www.999comic.com)
·‘만화구이’ 사이트와 동일한 화면 배치로 만화를 제공하는 점으로 
볼 때 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

8comic

(www.comicbus.com)
·한국 만화 카테고리는 없음
·‘풀하우스’등 

<표 Ⅲ-4-5> 대만의 주요 불법만화 유통사이트 및 한국만화 제공 현황

자료: STRABASE(2017.11)

8. 한국 웹툰 진출 현황

8.1. 진출 사례

○ 2014년과 2015년 대만 시장에 진출한 한국(계) 웹툰 플랫폼 라인웹툰, 탑툰, 코미코가 잇

따른 인기 작품을 탄생시키며 웹툰 문화를 주도하고 있음

Ÿ 한국의 웹툰은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오락 콘텐츠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K
팝’, ‘K드라마’를 잇는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부상

○ NHN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서비스 ‘코미코’를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대만에 출시하였으

며, 대만 진출 1년 9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300만 건을 기록하며 1위에 등극

Ÿ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 코미코는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매일 개최함으로써 독
자들이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을 낮춤

Ÿ NHN엔터테인먼트의 대만 현지법인 NHN타이완은 2014년부터 웹툰 공모전 ‘대만 코미
코 만화대회’를 주최함으로써 현지 아마추어 작가를 발굴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대만, 

61) 2001년 11월 12일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의 가입을 승인 받아 2002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WTO 가입국이 되었

는데, 그 이전에는 저작권보호에 관한 상호승인이나 협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 간에 해당 국가의 국민 또는 기업의 저작물이 대만에서 보

호를 받지 못하였음

62) 음악,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및 만화, 소프트웨어, 도서의 6대 분야 기업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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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말레이시아, 브라질, 캐나다 등 각국의 만화가들이 누적 1,000건의 웹툰을 공모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음

Ÿ 2015년 코미코에 따르면 대만 코미코 독자들은 <ReLife>, <마왕경기인(魔王經紀人)> 등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스토리나 판타지 장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Ÿ 대만 언론 매체들은 코미코를 일본 웹툰 앱으로 소개하며, 이에 따라 독자들도 대체로 코
미코를 일본 웹툰 앱으로 인식하고 있음

○ 대만에서 ‘국민 메신저’라 불리며 모바일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라인은 라인웹툰을 통해 

대만에 진출

Ÿ 동리, 화윈수위(華雲數位), 칭원 등 현지 유명 출판사와 제휴해 만화 콘텐츠를 확보하는 
한편, <진격의 거인>, <우주 형제>, <명탐정 코난> 등 아시아에서 인기를 끈 작품도 일일 
연재방식으로 무료 제공

Ÿ 한국 작가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대만 작가들의 웹툰을 국내 플랫폼에 연재함으로써 작
품의 글로벌화에 주력

Ÿ 라인웹툰 작품 중 로맨스, 코믹, 공포의 3대 장르에 대한 독자들의 선호도가 높음

Ÿ 또한 대만 웹툰 작가 약 70명을 발굴하고 대만 웹툰 14편을 해외에 진출시킴

Ÿ 2017년 상반기 대만 드라마 ‘통령소녀63)’와 게임 ‘반교(Detention)64)’가 대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배진수 작가의 공포 웹툰 <금요일> 등 일상, 시사와 공포 요소를 
접목한 웹툰이 많은 주목을 받음

Ÿ 라인웹툰에서 연재 중인 대만 작가 중 공포 웹툰 전문 작가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아
만(阿慢) 작가의 <백귀야행지(百鬼夜行誌)>가 주간 조회수 TOP10에 진입할 정도로 공포 
웹툰의 인기가 높음

Ÿ 라인웹툰에 따르면 대만 독자의 약 80%가 13∼24세의 젊은층이며, 여성이 약 67%로 우
세한 반면, 연재 작가의 평균연령은 28세이며 남성이 58%로 조사

○ 탑툰은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중화권 시장을 선호하기 위해 대만에 진출

Ÿ 대만 시내 대형 시내버스 등 옥외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홍보에 주력

Ÿ 또한 2016년 2월 ‘타이베이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2016 TICA)’과 4월 
‘카오슝 국제 만화 페스티벌(2016 KICA)’에 메인스폰서로 후원하며 K웹툰 알리기에 
나섰는데, 2개월 새 탑툰 회원 가입자 수가 20만 명 증가해 4월 기준 170만 명을 기록하
며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림

Ÿ 한국 탑툰에서 누적 2,670만 뷰로 인기를 끈 코믹로맨스 웹툰 <편의점 샛별이>가 대만 탑
툰에서도 170만 뷰를 기록하며 대표 웹툰으로 자리매김

8.2. 불법 복제 현황 및 대응

○ 대만에서 불법 복제된 웹툰은 주로 중국 불법 만화 사이트와 웨이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음

Ÿ 이는 대만의 불법 만화 사이트들이 일본 망가나 출판만화 위주인 반면, 중국은 자체 웹툰 
시장이 급성장 중이고 한국 웹툰이 빠르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63) 2013년 대만 PTS 방송사의 단막극 ‘신산(神算)’을 각색. 대만의 실존 영매를 소재로 귀신과 통하는 소녀의 일상 이야기를 그린 TV 드라마로

중화권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

64) 대만 게임사 레드캔들 게임스가 1950∼60년대 대만의 실제 역사물과 학교를 배경으로 개발한 PC게임. 2017년 1월 13일 스팀에 출시되어 촐

시 초기 ‘GTA V’를 제치고 인기 게임 3위에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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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툰을 운영하고 있는 탑코는 2017년 3월 업계 최초로 불법사이트를 전문으로 걸러내는 

해외 대행사를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4개월간 173만 건, 삭제건수가 164만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

9. 만화 창작환경

9.1. 창작자 규모 및 유형

○ 타이중시만화종사자협회(臺中漫畫從業人員職業工會)에 의하면 2017년 9월 기준 대만의 프로 

만화가는 약 200명이며, 아마추어 작가는 약 2,000명 수준으로 창작자 기반이 약한 편

Ÿ 대만 최대 만화 출판사인 동리의 경우, 대만 만화 시장이 번영했던 1990년대만 해도 동리
와 계약해 활동하는 만화가가 100∼200명에 달했으나, 2000년대 초반 대만 만화 시장의 
침체 이후 약 20명 수준으로 급감   

Ÿ 신세대 만화가들은 어릴 적부터 망가를 접하며 자랐기 때문에 이들의 약 90%는 일본 망
가 습작에서부터 출발해 만화 창작을 시작

○ 최근 출판사와 디지털 만화 플랫폼들은 신인 만화가를 양성하기보다 SNS 등 인터넷상에서 

이미 팬층을 형성한 인기 만화가를 발굴해 연재 또는 출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선호

9.2. 만화가 육성 기관

○ 그동안 대만 소재 대학 가운데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학과는 다수 존재한 반면 만화만 전문

적으로 가르치는 학과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만화학과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해외 유학

이나 민간 아카데미를 선택65)

Ÿ 2017년 9월 대만 남부 도시 타이난에 소재한 타이난응용과학기술대학(台南應用科技大學)
이 만화 학사학위(Bachelor's Degree) 과정을 신설

Ÿ 비교적 규모가 큰 민간 아카데미로는 일본 카도카와가 ‘쿨 재팬’의 일환으로 지난 2014
년 타이베이에 설립한 만화창작 아카데미 카도카와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이 있음

9.3. 주요 창작집단 

1) 레벨X 롱저 만화 스튜디오(Level X 勇者漫畫工作室) 

○ 2010년 대만 유명 만화가 홍위푸 작가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홍위푸, 쉬루이펑, Hiro, 신롱

(心融), FAN, TANK 등 만화가 12명이 소속

○ 출판만화와 웹툰 모두 창작하며, 삽화를 비롯한 만화 창작뿐만 아니라, 게임 콘텐츠·교과서·

카드·피규어 디자인, 만화 강의,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제작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전개

Ÿ 현재까지 46권의 만화를 출간하였으며, 연간 약 2,000페이지의 만화를 창작

2) 프렌들리 랜드(Friendly Land, 友善文創)

○ 2007년 설립 이후 만화 창작·판매뿐만 아니라 만화가(삽화가 포함) 육성과 매니지먼트, 만화 

65)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는 만화를 애니메이션과 함께 ‘동만(動漫)’으로 불리며, 정책 또는 사회적 관심이 만화보다 애니메이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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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 판권 협력 등 다방면의 사업을 운영 중이며, 만화가 매니지먼트 기업 성향이 강함 

Ÿ 문화 창작 분야 신인 작가 육성과 함께 대만, 중국, 일본 ACG 산업계 간 인적 자원 및 경
험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문화 콘텐츠 창작 선두 기업으로의 도약을 도모펑

○ 주로 출판만화, 라이트 노블 삽화, 게임 캐릭터를 창작하며, 소년과 미소녀 등 일본 망가풍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 

○ 만화가 매니지먼트, ACG 업계 간 비즈니스 협력, ACG 창작 컨설팅·판권·전략 컨설팅 

사업 등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수행

○ 칭원(青文) 출판사, 텐센트, 슈에이샤(集英社) 등 대만, 중국, 일본의 대형 ACG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OSMU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주도

Ÿ 대표적 예로 프렌들리 소속 만화가 4명이 일본 스퀘어 에닉스(Square Enix)의 모바일 카드게임 
<괴리성 밀리언아서(乖離性ミリオンアーサー)> 속 게임 캐릭터 4종을 디자인함 

○ 그동안 출판 파트너사와 협력해 단행본 출간, 웹툰 연재 위주였으나, 2014년 12월 펑지에 

작가의 <시간지배자> 중국 간체자 버전이 중국 디지털 만화 플랫폼 U17에 연재를 시작하

는 등 최근에는 디지털 만화 플랫폼에도 공급

○ 만화가 사인회, 미디어 홍보, 포럼 참가 등 대외 활동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만화가 개인의 

브랜드 구축과 만화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

9.4. 수입원 및 소득수준

○ 출판만화 작가의 수익은 원고료와 인세로 나뉘며, 출판만화의 원고료가 워낙 낮아 만화 출

판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Ÿ 10여 년 전 만화책 1페이지당 약 2000NT$이었던 원고료가 2016년 기준 500∼
800NT$가 보편적이며 인지도 높은 작가는 1000NT$ 수준으로 수익 환경이 악화

Ÿ 만화가의 수익이 낮은 탓에 만화가 지망생의 수가 적고, 이처럼 인력 공급 부족은 창작 만
화 기반 약화, 만화 산업 발전 정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

9.5. 웹툰에 대한 인식

○ 만화 창작자들은 대체로 디지털 시대 변화에 따라 웹툰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

이고 있으며, 젊은층 신인 만화가를 중심으로 웹툰 창작이 증가

10. IP 비즈니스 환경

10.1. IP 활용에 대한 인식

○ 중국 문화 콘텐츠 업계에서 IP 활용 열풍이 불면서 대만에서도 문화 콘텐츠의 IP 활용에 대

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나, 대만의 문화 콘텐츠 산업 자체 기반이 취약한 탓에 만화 IP의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Ÿ 대만 드라마 산업의 경우 성장 초기부터 일본 망가의 인기가 높은 자국과 아시아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기 위해 일본 만화 IP를 각색하는 데 주력해 왔기 때문에 대만 만화의 I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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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기회가 적었음 

Ÿ 현재 대만에서는 만화 IP를 2차 저작물로 각색하기보다 웹소설, 시나리오 등을 만화로 각
색하는 작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 2016년 ‘즈쥐창(植劇場)’ 드라마 
시리즈는 대만 만화 8편을 드라마로 각색해 방영하거나 단행본으로 출간

○ 현재 영화를 비롯한 대만 콘텐츠 시장은 IP 각색 열풍이 중국에 비해 뜨겁지 않음

Ÿ 2016년 촬영을 확정한 대만 영화 중 대부분이 오리지널 시나리오 기반이며, 이는 원천 콘텐
츠 확보 난항, 오리지널 영화 제작 위주인 영화계의 풍토 등이 그 배경인 것으로 파악됨

Ÿ IP 기반 영화 대부분 웹소설 또는 일반 소설 IP에 기반

Ÿ 대만 영화시장의 경우 2000년대 이후 할리우드 영화의 잠식으로 현지 영화 제작환경이 악화되
면서 소자본으로 단기간 내 큰 리스크 없이 제작이 가능한 청춘영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영화 소재가 청춘 로맨스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만화 IP가 활용될 여지가 낮음

10.2. 만화의 IP 전환 사례

1) 만화 IP의 영상 전환 사례

○ 드라마로 각색되는 만화 IP는 일본 만화 IP가 가장 많으며, 대만 드라마 시청자가 선호하는 

청춘 로맨스와 소녀풍의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 

Ÿ 일본 순정만화 <악마로소이다>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악작극지문(惡作劇之吻)>은 <유성
화원>과 더불어 만화 IP 기반 대표 드라마로 꼽힘

Ÿ 2016년 버전 <악작극지문>은 중국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PPTV에서 13억 이상의 뷰를 
기록하며 기존의 명성을 이어감

Ÿ 대만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LINE TV과 다수의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 방영되었으
며, LINE TV의 경우 2,200만 뷰로 큰 인기를 끔

10.3. 주요 미디어믹스 플레이어

○ 대만의 유명한 영화·드라마 제작사이자 매니지먼트사인 코믹미디어사업유한회사(可米傳

媒事業有限公司)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대만인을 타깃으로 다양한 콘텐

츠 제작에 주력

Ÿ GTV, 포모사 TV, EBC 등 대만 방송사와 유쿠, 망고TV 등 중국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과 제휴를 맺고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채널을 확보

Ÿ 중화권에서 크게 흥행했던 일본 만화 원작 드라마 <악작극지문>과 <유성화원>을 비롯해 
<화려적도전>, <종극일반> 등 수많은 인기 우상극과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탄생시킴

11. 만화 팬덤 문화

11.1. 만화 팬덤 문화 유형

○ 대만의 대도시에서 열리는 만화 박람회와 코스프레 축제가 대표적인 만화 팬덤 문화로 자

리를 잡았으며, 매년 관람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Ÿ 그러나 대만 만화의 수가 적고 팬덤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대만에서 열리는 만화 팬덤 축
제는 일본 망가와 애니메이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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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주요 오프라인 행사/축제

1) 타이베이 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TICA)

○ 대만만화애니메이션출판사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2013년 이래로 매년 50만 명의 관람

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대만 최대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 자리매김

Ÿ 연간 2회씩 개최되며, 만화, 애니메이션 작품 소개를 비롯하여 캐릭터 부가상품 판매가 주
로 이루어짐 

○ 대만은 그간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 행사를 타이베이에서만 주최하였으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

에서도 만화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6년 2월 한국의 부산이라고 할 수 있는 

카오슝시에서 ‘제1회 카오숑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KICA)’을 개최하기도 함 

Ÿ 대만 탑툰은 2016 TICA에 메인 스폰서로 공식 후원한 데 이어, KICA 행사 진행에 필요
한 진행 비용도 메인으로 후원했는데, 행사와 관련된 현수막, 유인물 등에 광고를 게재함
은 물론 탑툰 쿠폰이 삽입된 행사 안내 책자를 배포해 탑툰을 홍보

2) 골든 코믹 어워즈(Golden Comic Awards)

○ 대만 문화부가 2010년부터 만화 산업 진흥과 대만 만화 작가 및 작품의 국제적 인지도 확

대를 위해 주관해 왔으며, 대만 만화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힘

Ÿ 2016년부터 시상식 분위기가 성대해진 가운데, 2017년 9월 12일 열린 제8회 골든 코믹 
어워즈에서는 국제 포럼 2회, 비즈니스 교류회 10회, B2B 비즈니스 거래센터, 테마전시 
이벤트 등을 개최하며 시상식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Ÿ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서 세계 각국 만화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초청해 교류의 장으로의 
발전을 도모 

Ÿ 심사위원은 만화계 남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수상작 후보는 만화 서적 또는 간행물 출판 
경험이 있는 대만 국적의 개인 또는 단체로 제한 

○ 대만 출판만화 시장 침체로 신인 작가들의 활동 무대가 축소된 탓에 수상 후보 지원작 수가 

매년 감소 추세 

Ÿ 아울러 최근 출판만화 채널보다 디지털 만화 플랫폼에 연재하는 만화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수상 범위에 디지털 만화 부문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심사
위원회 내부에서 대두

11.3. 망가/웹툰 온라인 커뮤니티

○ 대만 최대 ACG 온라인 커뮤니티 게이머닷컴(Gamer.com, 巴哈姆特)은 카테고리별 방대한 

정보와 토론 게시판으로 대만 ACG, 특히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파급력이 가장 큼

Ÿ 시장조사기관 치타랩에 따르면 게이머닷컴 이용자 중 85.68%가 남성이며, 25∼30세가 
86.75%로 ‘20대 중반 남성’이라는 타깃 세그먼트가 명확한 커뮤니티임

Ÿ PC 웹사이트로 출발한 게이머닷컴은 현재 모바일 앱도 제공하는데, 2017년 5월 기준 대
만 뉴스/정보 앱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한 이용 기반을 보유

Ÿ 이 외에도 게이머닷컴에 이어 모바일 만화정보 앱 QooApp, 주이주이만화(追追漫畫) 역시 
대만 뉴스/정보 앱 순위에서 각각 9위, 16위를 차지하며 대만의 주요 만화 정보 및 커뮤니
티로 자리를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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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인도네시아 시장의 이해

1. 자국 만화의 전통

1.1. 만화를 보는 시각

1) 인도네시아 만화의 역사

○ 1960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인도네시아 만화 산업은 호황기를 누렸으며, 미국의 풍자 

유머 잡지인 Mad Magazine을 흉내 낸 Stop과 같은 웹툰도 다수 등장

Ÿ 만화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당시 인도네시아 만화가들의 수입은 1990년대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만화를 위시한 일본 대중문화의 범람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만화산업은 빠르게 위축

Ÿ 일본의 경제 원조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 문화의 유입을 방관

○ 결국, 1980년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드래곤볼’ 등의 등장으로 인도네시아 만화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 진입해서는 신문에서 조차 일본 만화를 연재 

2) 만화 산업에 대한 인식

○ 인도네시아 매체 Kontan에 따르면, 만화는 인도네시아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구가

Ÿ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만화는 영화, 게임 등과 같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

○ 지난 2014년 당선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Joko Widodo는 만화를 위시한 문화 콘텐츠 산

업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1.2. 만화 유형

○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림체를 의미하는 화풍의 특징에 따라 크게 미국식, 유럽식, 일본식 등

으로 구분

Ÿ 실제 1940∼50년대에는 미국 만화, 1970∼80년대에는 유럽 만화, 1980년대 이후에는 
일본만화 스타일의 인도네시아 만화가 범람

○ 현재는 인도네시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만화의 인기에 힘입어, 만화

의 유형을 주요 타깃층에 따라 구분하기도 함

Ÿ 즉, 10대 소녀를 타깃으로 한 쇼조(Shouju), 10대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쇼넨(Shounen), 
성인 여성을 목표로 하는 조세이(Josei), 청년층을 공략하는 세이넨(Seinen) 등의 용어가 
인도네시아에서도 통용

1.3. 만화 독자

○ 인도네시아 출판 만화의 주요 타깃을 명확히 집계한 조사는 부재하나, 인도네시아 최대 출

판 만화사인 콤파스 그라미디어(Kompas Gramedia)에 의하면, 15∼25세의 여성 독자를 

주요 타깃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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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편, 인도네시아 매체에서는 자국 만화의 주요 독자층을 10∼30대의 남녀로 언급

Ÿ 주요 국가의 만화 독자들이 대부분 남성 중심인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성들도 만
화를 즐긴다는 점이 차별점

Ÿ 한편, 액션보다 드라마 장르 중심인 웹툰의 경우 여성 독자가 70∼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1.4. 선호/금기 장르

1) 선호 장르

○ 인도네시아 매체 Tribun News의 2017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들은 로맨스를 

특히 좋아하지만, 액션, 코미디 드라마, 판타지, 생활, 스릴러, 호러 등의 장르도 선호

2) 금기 장르

○ 국민의 약 88%가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인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문화적 규제 또한 

엄격한 편 

Ÿ 특히, 선정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

Ÿ 아울러 이슬람 종교의 특성상 돼지를 표현하는 데 조심해야 하며, 특히 인도네시아인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반려동물로 사랑받는 개를 꺼려하는 것으로도 알려짐 

1.5. 타국 만화 수용도

○ 인도네시아는 해외 만화의 수용에 비교적 개방적이며, 특정 만화의 그림체와 스토리 등이 

인기를 얻을 경우 이를 모방하려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남

○ 특정 트렌드가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를 ‘가야(Gaya)66)’로 표현

2. 망가의 영향력

2.1. 망가 수입 현황

○ 일본 가자마자대학교(ガジャマダ大学)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만화 시장은 외국 만

화가 90%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80%가 일본 만화인 것으로 나타남

2.2. 망가 독자

○ 인도네시아 만화 시장에서 일본 망가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 

망가의 독자와 인도네시아 만화의 독자를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악

2.3. 인기 망가 장르

○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일본의 주요 만화 퍼블리셔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에

서 판매한 만화의 수량을 조사한 결과, 인도네시아인들은 액션, 판타지, 스포츠 등의 망가 

장르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남

66) 인도네시아어로 스타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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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3.1. 모바일 인터넷 보급

○ 시장조사업체 ReportLinker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전체 인

구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Ÿ 인도네시아 모바일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Telkomsel 및 XL Axiata는 2017년 내 인도네시
아 전체 지역의 70% 이상에서 4G LTE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

3.2. 모바일 기기 보급

○ 데이터 제공업체 Statist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7년 43.2%를 기

록한 이후 2019년에는 47.6%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Ÿ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은 중상층의 전유물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이 보
유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3.3. 모바일 이용시간

○ 인도네시아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SNS(62%)이며, 뒤이어 인터넷 검색(32%), 이메일(14%), 제품 정보 검색(9%), 음악 청

취(6%) 순으로 나타남

Ÿ PC를 활용할 때도 SNS 이용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

3.4. 스낵컬처 확산도

○ SNS를 이용하는 인도네시아인의 수는 1억 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가량이 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

○ 모바일 단말을 통해 SNS를 이용하는 인구수는 9,20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5%

를 차지

3.5.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동향

1) 콘텐츠 유료구매 경험

○ 시장조사업체 DI의 2016년 7월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들

의 40%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를 위해 1년간 150∼250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Ÿ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스마트폰 소지자의 45%가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기 위해 1년 
동안 200∼400달러를 투자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콘텐츠 구매 비용
은 적은 편

2) 결제 인프라

○ e커머스 컨설팅 업체 SP eCommerce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온라인 결제를 위한 제

반구조가 아직까지 취약한 편이지만, 최근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로, Go-Pay 등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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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 중

○ 하지만, 소형 e커머스 업체 및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들은 여전히 계좌 입금 또는 상품 인도 

후 현금결제방식(CoD)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 

4. 출판만화 시장 현황

4.1. 출판만화 시장 최근 동향

1) 자국 출판 만화에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 인도네시아의 자국 출판 만화책은 해외에서 수입된 만화책보다 더욱 비싸게 팔리고 있는 

상황

Ÿ 수입 만화의 가격은 1만 7,000루피아(약 1,400원) 수준인 반면, 인도네시아 현지 만화책
의 가격은 3만 5,000∼4만 5,000루피아(약 2,900∼3,700원)의 가격대를 형성

2) 낮은 수익으로 인한 지속적인 품질 하락

○ 인도네시아 만화 작가들의 가장 큰 불만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전업 작가로서 충분한 수

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이는 인도네시아 만화의 지속적인 수준 하락을 초래함

3) 과거 인도네시아 만화의 재출간

○ 메이저 출판사들은 인도네시아의 만화 산업이 황금기를 걷던 1960∼80년대 출간된 자국 

만화를 최근 재출시 하고 있는 상황 

4.2. 출판만화 시장규모 추이

○ 인도네시아의 출판만화 시장 규모는 현재 1조 8,330억 루피아(약 1,519억 원)로 추정

Ÿ 인도네시아 최대 출판사 그라미디어(Gramedia)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사
가 판매한 도서 중 출판 만화의 비중은 13% 수준으로 나타남

Ÿ 또한 인도네시아 미디어 플랫폼 Kumparan에 의하면, 2015년 만화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전체 출판 시장의 규모는 14조 1,000억 루피아(약 1조 1,689억 원)로 두 자료에 근거해 
인도네시아 출판만화 시장 규모를 산출

4.3. 주요 만화출판업체

○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출판 그룹은 콤파스 그라미디어로 해당 그룹에 속한 ‘엘렉스 미디

어(Elex Media Komputindo)’, ‘엠엔씨(M&C)’, ‘그라신도(Grasindo)’ 등에서 만

화를 주로 발행

Ÿ 콤파스 그라미디어는 인도네시아 출판시장을 거의 독점에 가깝게 점유하고 있다 또한 만
화를 많이 취급하는 서점인 ‘그라미디어(Gramedia)’ 서점도 운영 

Ÿ 그라미디어는 일반 흑백 만화, 학습 만화, 포토 만화, 드라마 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만화를 번역 출판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 홍콩,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미
국, 프랑스 만화도 활발히 유통 

Ÿ 인도네시아 출판 만화 시장의 90% 이상을 그라미디어에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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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출판만화 유통 채널

○ 인도네시아의 출판 만화는 주로 서점,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며, 특히 서점을 통한 판매 

비중이 높음

○ 한편, 불법 만화의 경우 신문 가판대 등에서 활발히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

5. 디지털 만화 시장 현황

5.1. 디지털 만화를 보는 시각

1) 독자의 시각

○ 인도네시아인들은 디지털 만화보다 상품을 직접 만지고 소유할 수 있는 출판 만화를 선호하는 상황

Ÿ 이에 따라 디지털 만화는 출판만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아직 영향력을 넓히지 못함

2) 창작자들의 시각

○ 인도네시아의 만화 창작자들은 디지털 만화의 도래로 인해 만화가라는 직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평가

Ÿ Facebook 등 인도네시아의 인기 SNS에 디지털 만화를 게재함으로써 신인 작가들은 출판
사에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

3) 업계의 시각

○ 인도네시아의 기존 만화 사업자들은 디지털 만화 시장을 반드시 진출해야하는 영역이기보

단 검증받은 소수의 작품을 공개해 소규모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 

5.2.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 추이

○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만화의 상승이 출판만화의 하락을 상쇄하진 못하는 상황이지만, 향

후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스마트 디바이스의 채택률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디

지털 만화에 대한 선호 경향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관측 

5.3. 디지털 만화 지체/성장 요인

1) 지체 요인

○ 인터넷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간 차이 없이 일본의 망가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이

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디지털 만화 산업의 위축으로 연결

2) 성장 요인

○  출판사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인디 만화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SNS를 통해 자

신이 그린 디지털 만화를 주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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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만화 시장 최신 동향

○ 인도네시아의 언론 매체 Sinar Harapa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들의 만화 제작 품질은 해

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

Ÿ 실제 인도네시아의 만화가들은 DC Comic, Marvel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들과 외주 
제작을 통해 원화 작업을 진행

○ 다만, 인도네시아의 만화가들은 창조적인 장편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활약하며, 스토리의 구성 역량을 높이려는 인도네시아 만화가
들이 많아, 인도네시아의 만화 산업 역량을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Ÿ 인도네시아 만화가 Beng Rahardian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만화
가 수는 100명 이상으로 파악

5.5. 주요 디지털 만화 유통플랫폼

○ Ngomik.com, re:On Comics, KKPK(Muffin Grapics) dari DAR, M&C 등이 디지털 만

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온라인 만화 플랫폼 망가몬(MangaMon)도 진출

Ÿ 만화 인재 양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위와 같이 망가에 대한 접근성만 확대되어 
로컬 만화 시장 성장의 걸림돌 

○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인 Ngomik.com은 기존 출판만화 시장과 별개로 디지털 만화 시장만

을 겨냥한 스타트업이라는 점에서 주목

Ÿ 이미 2,500명 이상의 만화가와 협력을 체결했으며 약 9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인도네
시아를 대표하는 디지털 만화 플랫폼으로 성장

[그림 Ⅲ-5-1] Ngomik.com의 서비스 화면

자료: Google Play(2017)

○ 기존 출판만화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 re:On Comics는 일본을 위시한 해외 만

화 산업의 범람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만화 산업을 육성하는 비전을 제시하며 자국 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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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 호응을 받음

6. 웹툰시장 현황

6.1. 웹툰을 보는 시각

1) 독자의 시각

○ 일본 망가와 비교해 장르, 구성, 색채 등이 다른 새로운 만화의 등장

Ÿ 폭력성이 짙은 일본 만화와 비교해 한국 웹툰의 경우 독특한 서사와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 
등이 존재해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독자들 존재

Ÿ 하지만, ‘재미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웹툰이 아직까지 일본 망가와 경쟁하긴 무리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으며, 장르 측면에서 일본 망가가 더욱 다양해 소장의 가치가 있는 것
으로 평가

2) 만화업계의 시각

○ 라인웹툰의 등장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인도네시아의 웹툰 시장은 이제 막 개화기를 지

난 단계로 평가

6.2. 웹툰 시장 규모 

○ 웹툰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시장 규모 및 이용자수 등을 제시한 보고서는 

부재

○ 인도네시아에서 웹툰 앱이 성공적으로 침투하고 있지만, 콘텐츠를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

6.3. 웹툰 시장 지체/성장 요인

1) 지체 요인

○ 전통 만화 산업의 주 독자층인 젊은층 남성들의 경우 웹툰보다는 모바일 게임 등을 주로 이용

2) 성장 요인

○ 인도네시아 웹툰 시장은 만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누구나 비교적 쉽게 참여 가능해, 인도네

시아의 인디 만화가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

Ÿ 인도네시아 웹툰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

○ 아울러, 인도네시아 작가들의 웹툰이 인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인도네시아 웹툰 

시장에 장밋빛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

Ÿ 2017년 10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 라인웹툰 인기 순위 Top10 중 현지 작가의 작품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Top3 웹툰은 모두 인도네시아 작가의 작품으로 조사

Ÿ 인도네시아인들의 경우 SNS를 통해 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점이 현지 작가들의 웹툰
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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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웹툰 시장 최신 동향

1) 세로 읽기 방식 확대

○ 인도네시아 웹툰의 레이어 구조는 과거 기존 출판 만화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했으나 최근 

들어 세로 읽기 방식으로 변화 중

2) 스타 작가의 탄생

○ 라인웹툰에서 활약 중인 인도네시아 웹툰 작가 Archie the Red Cat은 로맨스 장르의 

‘Eggnoid’를 통해 27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는 등 소위 ‘스타작가’의 반열에 등극

○ 인도네시아 최고 인기작가로 등극한 ‘시주키(Si Juki)’의 파자 모엥크(Faza Meonk), 

‘Eggnoid’의 Archie the RedCat 외에도 ‘Tahilalats’의 나르파디 무르시드(Nurfadli 

Mursyid), ‘My Pre-Wedding’의 애니사 니스피하니(Annisa Nisfihani) 등도 라인웹

툰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손꼽히는 스타작가로 등극

3) 스토리의 중요성 강조

○ 지난 2016년 4월 인도네시아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작팟(Jakpat)이 웹툰 이용자 519명

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웹툰을 구독하는 이유로 ‘스토리가 좋아서(77%)’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

[그림 Ⅲ-5-2]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라인웹툰을 소비하는 이유 조사

자료: Jakpat(2016)

6.5. 주요 웹툰 플랫폼

○ 인도네시아에서는 라인웹툰이 독주 체제를 형성

Ÿ 라인웹툰의 월간활성이용자(MAU) 수는 약 700만 명으로 집계

Ÿ 라인웹툰은 ‘Webtoon Challenge’를 통해 웹툰에 관심 있는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며,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매월 3명의 작가를 선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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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도네시아의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블랙베리메신저(BBM)에서도 별도의 웹툰 서비

스가 제공 중

Ÿ 국내 업체 네오바자르가 BBM과 독점 계약을 통해 메신저 내 별도의 서비스 탭은 통해 웹
툰 서비스 ‘WebComics for BBM’을 제공 중 

Ÿ ‘WebComics for BBM’의 가입자 수는 350만 명 이상으로 파악

○ 코미카는 ‘WebComics for BBM’과는 별도로 인도네시아어로 자체 웹툰 플랫폼 서비스

를 제공 중

Ÿ 2016년 11월 인도네시아어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코미카는 서비스 출시 이전에 현지 게
임 및 온라인 결제 시스템 등과 협력을 구축

○ 한편, 국내 웹툰 플랫폼 스타트업 토리웍스는 국내 웹툰을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하려고 시

도 중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방침

Ÿ 토리웍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번역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며, 해당 웹툰의 번역에 참
여하는 이용자들에게 웹툰 수익의 10%를 배분하는 비즈니스 모델(BM)을 도입

7. 한국 출판만화 진출 현황

7.1. 진출 사례

○ 그라미디어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한국 만화로는 ‘개와 늑대의 시간’, ‘라그나로

크’, ‘아르미안의 네딸들’, ‘나우’, ‘하백의 신부’등 200여 편이 존재

○ 그라미디어 그룹 계열사인 엘렉스 미디어(Elex Media Komputindo)는 한국의 학습 만화 

‘Why?’ 시리즈를 번역·출판하고 있으며, 그 외 ‘리니지’, ‘비천무’, ‘열혈 강호’ 

등을 발간 

장르 선인세($) 인세율(%) 초판 부수 정가($)

학습만화 600∼1,500 6∼7 3,000∼5,000 4∼6

그림책 400∼700 6∼7 2,000∼3,000 3∼4

문학 500∼1,000 6∼7 2,000∼3,000 6∼10

비문학 700∼1,500 6∼7 2,000∼3,000 7∼10

<표 Ⅲ-5-1> 한국 도서 장르별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 조건

자료: 한국출판만화산업진흥원(2017)

7.2. 진출 프로세스

○ 한국 만화의 경우, 주로 에이전시가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성향에 적합한 만화를 선별해 현

지 출판사에 제안 

7.3. 비용 및 수익구조

○ 1만 8,000개가량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요건을 고려할 때, 출판 만화의 유통은 



146

매우 어려우며 이에 현지 유통사들은 출판사에 도서 정가 대비 40∼50%의 출고가를 요구

7.4. 주요 에이전시(한국측)

○ 대원아이씨와 토파즈 에이전시, 신원 에이전시 등이 인도네시아 시장과 한국 출판사들을 연

결하는 대표 에이전시로 꼽힘

Ÿ 예림당의 ‘Why? 시리즈?’, 다산북스의 ‘Who 시리즈’ 등의 학습만화는 여전히 인도
네시아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상황

7.5. 주요 출판사(현지)

○ M&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만화 출판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출판사로는 Elex Media가 꼽히며, M&C, Bhuana Ilmu Populer(BIP) 등이 뒤를 잇고 있음

Ÿ Elex Media가 인도네시아 출판 만화 시장의 52.73% 비중을 차지하며, 독주하고 있는 모
양새

순위 출판사 비중

1위 Elex Media Komputindo 52.73%

2위 M&C 20.42%

3위 Bhuana Ilmu Populer 11.19%

4위 Mizan Publishing House 4.14%

5위 Kawah Media Pustaka 2.44%

6위 Penerbiran Sarana Bobo 1.72%

7위 Gramedia Pustaka Utama 1.55%

8위 Huta Parhapuran 0.81%

9위 Hachette Book Group of USA 0.74%

10위 Buku Pintar Indonesia 0.50%

<표 Ⅲ-5-2> 인도네시아 만화 출판사 비중

자료: M&C, 글로벌 만화 시장의 변화와 흐름 재인용(2017)

7.6. 불법 복제 현황 및 대응

○ 불법 사이트가 만연해 있으며,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규제기구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 지

부와의 협력으로 규제를 실시

8. 한국 웹툰 진출 현황

8.1. 작품 수 및 장르

1) 작품 수

○ 2017년 10월 기준 인도네시아 라인웹툰에서는 매일 15개의 웹툰이 연재되고 있으며, 종료

된 66개의 작품을 합치면 총 178개의 작품이 존재

○ 코미카의 작품이 연재되고 있는 BBM의 ‘WebComics for BBM’에는 2017년 10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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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191개의 웹툰이 연재‘

2) 인기 장르

○ 인도네시아 라인웹툰에서 유통되는 한국 웹툰을 살펴보면, 주로 로맨스와 드라마, 판타지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10∼20대의 선호 장르와 30대의 선호 장르가 뚜렷이 구분

Ÿ 10∼20대의 경우 로맨스와 드라마를 좋아하는 반면, 30대의 경우 판타지, 호러 등의 장르
를 더욱 선호

Ÿ 이 같은 특성은 태국에서는 목격되지 않는 인도네시아만의 특징으로 꼽힘

순위 제목 장르 순위 제목 장르

1위 Eggnoid 로맨스 6위
Virgo and the 

Sparklings
판타지

2위 In A Dream 판타지 7위 I Am Gangnam Beauty 드라마

3위 Terlalu Tampan 코미디 8위 Wonderwall 로맨스

4위 CHANGE 드라마 9위 Sweet EscapE 로맨스

5위 Flawless 로맨스 10위 My Oppa is an Idol 로맨스

<표 Ⅲ-5-3> 인도네시아 라인웹툰 10대 인기 순위 (기준: 2017.10.26)

자료: 라인웹툰(2017)

8.2. 진출 프로세스

○ 라인웹툰의 경우 국내 네이버웹툰에서 인기를 얻은 작품 중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만

한 웹툰을 선별한 후, 이를 자사의 해외 현지 플랫폼을 통해 제공

8.3. 비용 및 수익구조

○ 고료 지급 모델의 경우 60∼80컷 기준으로 최저 원고료는 국내 작가의 경우 회당 40만원 

수준이며 1달에 4번 연재할 경우 웹툰 작가들은 160∼2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셈

○ 수익 배분 모델을 적용할 경우, 국내 작가에게는 주로 5:5 또는 6(작가):4(플랫폼)로 진행

되며, 해외 현지 작가와 계약 할 때는 플랫폼이 보다 큰 비중을 가져가는 편

○ 라인웹툰에 연재하는 현지 웹툰 작가의 경우 월 1,200만 루피아(약 100만 원)를 받기도 

하며,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매우 높은 소득 수준 

Ÿ 자카르타의 2017년 월 최저임금이 335만 5,750루피아(약 28만 원)로 파악

8.4. 주요 에이전시(한국측)

○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내 플랫폼 업체가 에이전시 역할까지 겸비하는 상황이지만, 네오바자

르와 같이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등장

8.5. 불법 복제 현황 및 대응

○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복제에 신음하고 있는 만화 장르는 주로 일본 망가이며, 대부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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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즐길 수 있는 웹툰의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 

9. 만화 생산환경

9.1. 창작자 규모 및 유형

○ 인도네시아 만화가들은 상업적 만화를 그리는 집단과 전문 만화 퍼블리셔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인디 만화가로 구분되며, 특히 인디 만화가들 중 일부는 해외 만화의 영향력에서 벗어

나기 위한 시도를 전개

9.2. 주요 창작집단

○ 인도네시아의 웹툰 작가들은 아직 긴 호흡의 작품을 그릴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최근 웹툰 플랫폼을 중심으로 스타작가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감응된 아마추어 작가

들이 웹툰 플랫폼에 지속해서 등장할 여지가 높음

9.3. 웹툰에 대한 인식

○ 만화의 창조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웹툰은 인도네시아의 아마추어 만화가들

에게 있어 기회의 장으로 역할

10. IP 비즈니스 환경

10.1. 만화 IP 활용에 대한 인식

○ 일본 망가의 비중이 높은 인도네시아 만화 산업에서 자국 IP의 미디어믹스 활용 사례는 드

문 것으로 평가

○ 최근 인도네시아 작가가 제작한 ‘시주키’ 등의 만화 작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자국 만

화 IP를 활용한 미디어믹스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수익성 저하로 아직 단

발적인 상황으로 평가

10.2. 트렌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사례

○ 대통령이 읽은 디지털 만화로 유명한 ‘시주키’는 현재 출판 만화뿐 아니라 영화, 게임, 캐

릭터 상품 등으로도 제작 

Ÿ 다만, ‘시주키’ 이외에는 인도네시아 만화 IP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믹스 사례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시주키 더무비(Si Juki The Movie)’라는 명칭으로 제작 중인 애니메이션은 인도네시

아의 인기 코미디언과 성우를 고용해, 2017년 말 개봉될 예정

Ÿ 인도네시아 영화제작사인 Lance Mengong이 해당 애니메이션의 제작을 담당했으며, 해당 
영화제작사가 애니메이션 제작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

Ÿ 한편, 지난 2016년 12월 Lance Mengong은 인도네시아 애니메이션 업계의 인재를 발굴하



149

기 위해 인도네시아 애니메이션 페스티벌(Indonesia Animation Festival , Inamafest)을 

조직

○ 지난 2016년 8월에는 ‘시주키’ IP 기반 모바일 게임 ‘Si Juki: Kerokan Master’이 

출시돼 인도네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

[그림 Ⅲ-5-3] 인기 만화 ‘Si Juki’ IP 기반 게임 화면

자료: Tech in Asia Indonesia(2016)

10.3. 한국 만화 IP 활용 사례

○ 국내에서 출판 만화, 게임 등으로 출시된 ‘마법천자문’이 인도네시아 현지의 인기에 힘입

어,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

Ÿ 하지만 ‘마법천자문’의 TV 애니메이션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중국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

10.4. 주요 트랜스미디어 플레이어

○ 잡지, 타블로이드, 인쇄 출판, 전자 제품 및 멀티미디어 상품 등을 담당하는 인도네시아 최

대 미디어 그룹인 콤파스 그라미디어가 인도네시아 미디어믹스 산업의 대표 사업자로 꼽힘

11. 만화 팬덤 문화

11.1. 만화 팬덤 문화 유형

○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기 SNS인 Facebook과 동영상 콘텐츠 공유 채널인 YouTube 등을 통

해 만화 관련 각종 팬픽(fan fic)이 유통

○ 실제, 인도네시아의 웹툰 작가 발굴을 위해 라인웹툰에서 진행하고 있는 ‘Webtoon 

Challenge’ 콘테스트에는 다양한 만화 팬들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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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주요 오프라인 행사/축제

○ 신진 만화작가 중심의 만화 축제인 ‘Comic Fest Indonesia’는 자국 민화와 전설을 만화

로 표현해 소개

Ÿ 해당 행사에는 일본, 미국 등의 만화가도 다수 참여했으며, 이는 코믹 페스트 이벤트가 스
타일 장벽을 없애고 신진 만화가들이 경험을 나누는 장소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줌 

○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아시아(Anime Festival Asia, AFA)는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동

남아시아의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

Ÿ 싱가포르 기획사 SOZO의 주최로 2008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확대 개최되
면서, 매년 싱가포르, 자카르타, 도쿄, 방콕 등 여러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2016년 행
사에는 총 16만 1,723명이 참여

Ÿ 인도네시아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방문자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

Ÿ AFA는 새로운 만화/애니메이션의 소개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관련 음악, 성우에 의한 콘
서트 등 각종 부대 행사가 진행

○ 팝콘 아시아(PopCon Asia)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오프라인 행사로 만화, 

게임, 완구,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11.3. 망가/웹툰 온라인 커뮤니티

○ 인도네시아에서는 SNS를 통해 만화 관련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KAORI 

Nusantara는 SNS를 벗어난 대표 커뮤니티로 포지셔닝

Ÿ KAORI Nusantara는 Facebook 페이지와 함께 자체 서비스 URL(www.kaorinusantara.or.id)을 
보유하고 있으며, Facebook의 팔로워 수는 2017년 10월 기준 13만 명을 돌파

Ÿ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만화 관련 주요 소식과 이벤트 등을 비롯해 만화 관련 포럼 활동 등
을 지원

Ÿ 또한 만화 관련 T셔츠 등 각종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 점도 KAORI Nusantara만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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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태국 시장의 이해

1. 자국 만화의 전통

1.1. 만화를 보는 시각

○ 만화는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이기보단 일반적인 서적과 만찬가지로 다양한 계층에서 향

유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종류 중 하나로 포지셔닝

Ÿ 실제 태국 출판협회(PUBAT)의 지원으로 수행된 ‘태국 독서 및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2016.4)’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구매한 도서의 종류 중 만화/그래픽노블이 32.6%로 1위

○ 아동 층에서는 학습만화가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

Ÿ 태국의 대표 출판사인 난미북스(Nanmeebooks)와 아마린 출판사(Amarin Printing and 
Publishing Public Company) 등은 태국 역사, 과학 등을 소재로 한 학습 만화, 특히 한국
의 학습만화를 출간해 업계의 이목을 모음 

○ 지난 2016년 태국 정부는 신규 ICT 기술과의 접목을 강조한 경제 발전 프로젝트 

‘Thailand 4.0’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로서 만화 산업을 견지

Ÿ 더욱이 태국 정부는 자국 만화 작가들의 실력이 해외 작가와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 다고 
평가하며, 일본 만화 중심의 자국 만화 산업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1.2. 만화 독자 

○ 태국 출판협회(PUBAT)에 따르면, 태국 만화의 주요 독자층은 10대 청소년으로 조사

Ÿ 교육열이 높은 태국에서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만화는 청소
년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

1.3. 선호/금기 장르 

○ 태국은 폭력적인 콘텐츠에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남방불교의 영향으로 선정성이 

높거나 흡연이 연출되는 장명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편

1.4. 타국 만화 수용도

○ 오랜 기간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태국 만화는 일본 망가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2010년 이후 국내 웹툰이 불법적으로 번역·유통되면서 한국 웹툰의 인지

도 역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 

2. 망가의 영향력

2.1. 망가 수입 현황

○ 태국의 만화 시장은 ‘닥터 슬럼프’나 ‘북두의 권’이 인기를 얻은 1980년대를 기점으

로 급속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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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태국 부모의 경우 한국과 같이 일본만화의 선정성, 폭력성 등을 걱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우려는 태국 학습만화의 성장을 추동

2.2. 망가 독자

○ 일본 Cool-Japan 사이트에 따르면,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려서부터 일본 망가에 

익숙한 10∼40대가 주요 고객층으로 알려짐

Ÿ 태국에서 일본 만화 단행본의 가격은 1권에 50∼60바트(약 1,700∼2,000원) 수준

2.3. 인기 망가 장르

○ Cool-Japan에 게재된 자료에 의하면, 태국의 독자는 액션 장르의 일본 만화를 선호하며, 

코미디,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망가도 즐겨 보는 것으로 나타남

3.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3.1. 모바일 인터넷 보급

○ 2016년 말 기준 태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98%로 태국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

○ 다만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는 매우 떨어지며, 이는 태국에서 디지털 만화 및 웹툰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용량이 작은 저화질로 컨버팅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의미

3.2. 모바일 기기 보급

○ 미디어 업체 We Are Social이 2017년 발표한 ‘Digital in 2017’ 자료에 따르면, 태국 

성인 인구 중 스마트폰 보급률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3.3. 모바일 이용시간

○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14분으로 집계 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인 2시간 26분을 상회

3.4. 스낵컬처 확산도

○ 태국인들의 75%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로 소셜 네트워크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남

Ÿ 특히 PC를 이용해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태국에
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특화된 서비스로 포지셔닝

○ 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및 모바일 메신저를 조사한 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Facebook이 1위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메신저로는 라인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

3.5.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동향

○ 태국에서 e커머스를 이용해 본 비중은 17%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웹툰에 

유료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기 매우 어려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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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판만화 시장 현황

4.1. 출판만화 시장 최근 동향

1) 출판만화책의 폐간 지속

○ 출판만화 산업의 위축에 따라 2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웹툰 Viva Friday 등이 폐간됨

Ÿ 태국의 만화잡지 ‘BOOM’ 역시 폐간되는 등 일본 만화의 높은 영향력 속에 있는 태국 
만화 산업은 불법 만화의 범람에 직격탄을 맞음

2) 일본과 동시 출시 

○ 인터넷에서 일본의 망가가 빠르게 유통됨에 따라, 일본과 같은 날 만화를 출간하려는 태국 

만화 업계의 행보도 목격

Ÿ 태국 최대의 만화 출판사인 시암출판사(Siam Inter Multimedia Public Co., Ltd.)는 일본
과 같은 날 출간하는 ‘C-Kids Express’라는 주간지를 창간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불
법 만화와 경쟁 중

4.2. 출판만화 시장규모 추이

○ 현재 태국 출판만화 시장 규모는 5,070만 유로(약 662억 원) 수준으로 추정

Ÿ 글로벌출판협회(IPA)가 태국출판협회(PUBAT)의 자료를 인용해 2016년 말 발표한 보고
서에 따르면, 2015년 태국 출판시장(만화 포함) 규모는 3억 9,000만 유로(약 5,090억 
원)로 전년 대비 9.55% 증가

Ÿ 태국 출판시장에서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히 집계되고 있진 않지만, 태국출판협회의 
도서 구매자 조사에 의하면 태국 출판 시장 중 대략 13.0%는 만화 및 그래픽노블이 차
지67)

[그림 Ⅲ-6-1] 태국인들이 선호하는 도서 장르 비중 (복수 선택 가능)

자료: PUBAT(2015)

67) 태국출판협회가 도서 구매자를 대상으로 구매를 선호하는 도서 장르를 한 개 이상 선택하라는 질문에 만화/그래픽노블은 34.4%의 비중을 차

지(총 264.4%)했으며, 이를 100%로 환산해 재산출하면 만화/그래픽노블의 비중은 13.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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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일본 
망가

시암출판사

·1999년 설립돼 2003년 상장된 시암출판사는 만화와 소설을 주로 취급
·일본 망가 ‘원피스’, ‘강철의 연금술사’, ‘캡틴쯔바사’, ‘바람의 검심’ 등을 

출간하며 업계 1위로 등극
·출판 중인 만화 중 90%가 일본 만화로 알려짐

라쿠핌
·지난 2006년 3월 설립된 라쿠핌의 현재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45%는 일본 망가에서 

비롯되며, 35%는 교육 부문, 나머지 20%는 한국, 태국 등이 차지 
·2006년 설립 당시 라쿠핌의 전체 매출에서 일본 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차지 

부라팟
·부라팟은 한국 만화인 ‘아르미안의 네 딸들’, ‘리니지’, ‘레드블러드’ 등을 발행해 

이목을 모음

학습
만화

난미북스
·태국 최대 학습만화 출판사
·학습만화‘아마존에서 살아남기’를 위시해 태국 내에서 한국 학습만화를 처음으로 

들여와 큰 성공을 거둠

시드(SE-ED)

·1974년에 설립된 시드(SE-ED)는 태국 내에서 난미북스에 이어 학습만화 업계 2위로 
자리매김

·현재 한국 학습만화 수입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 
학습만화 확산에도 기여

<표 Ⅲ-6-1> 태국의 주요 만화출판 업체 현황

○ 일본 만화 위주로 형성된 태국 출판만화 시장은 최근 일본 만화의 불법 유통이 확대되면서 

성장 정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

4.3. 주요 만화출판업체

○ 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화 출판사로는 시암출판사(Siam Inter Multimedia Public Co., 

Ltd.)가 꼽힘 

Ÿ 1999년 설립돼 2003년 상장된 시암출판사는 만화와 소설을 주로 취급하며, 일본 망가 
‘원피스’, ‘강철의 연금술사’, ‘캡틴쯔바사’, ‘바람의 검심’ 등을 출간

Ÿ 시암출판사는 보통 한 달에 50개 정도의 만화를 출판하는데, 이중 90%가 일본 만화로 알려짐

○ 부라팟(Burapat Comics Publications Co., Ltd.), 라쿠핌(Luckpim Publishing Co., Ltd.) 

등도 태국의 대표 만화 출판사로 지목 

○ 국내 만화는 주로 학습만화를 중심으로 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태국 현지 주요 학습만화 출판 업

체로는 난미북스(Nanmee books), SE-ED, 이큐플러스(E.Q.Plus Group Co., Ltd.) 등이 꼽힘

Ÿ 이큐플러스는 한국 학습만화를 모방한 시리즈를 출간하기도 함

자료: 각사, 스트라베이스(2017)

4.4. 출판만화 유통 채널

○ 태국 출판만화는 주로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ChamaleBook와 같은 중고 만

화 서점도 출판 만화를 유통하는 주요 채널로 역할

5. 디지털 만화 시장 현황

5.1. 디지털 만화를 보는 시각

1) 독자의 시각

○ 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무료로 만화를 접할 수 있는 디지털 만화에는 호의적이지만, 출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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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같이 유료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

○ 한편 일각에서는 더 이상 만화 간행물이 발간되지도 않을 수 있다며, 디지털 만화의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존재

2) 창작자들의 시각

○ 디지털 만화를 통해 일본 만화 위주의 태국 만화 시장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목격

Ÿ 실제 2013년 9월 출범한 태국의 디지털 만화 플랫폼인 Ookbee Comics는 태국 만화가의 
작품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마추어 작가들의 참여도 독려

5.2.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 추이

○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출판만화 시장 규모는 500만 달러 감소한 반면, 디지털 만화는 

100만 달러 성장에 그치며, 출판만화의 감소폭을 상쇄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는 태국 전체 

만화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짐

Ÿ 디지털 만화가 출판만화의 감소세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이유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로 
유통되는 만화의 증가 때문

5.3. 디지털 만화 지체/성장 요인

1) 성장 요인

○ 98%에 육박하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과 70%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태국 디지털 만화 

시장의 성장을 추동하는 요소

○ 자국 만화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만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

적 분위기도 태국 디지털 만화 산업의 성장을 추동

2) 지체 요인

○ 하지만, 불법으로 번역된 일본 망가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점은 태국 디지털 만화 산업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힘

Ÿ 태국인의 경우 고품질의 콘텐츠에는 비용을 지출하는 데 인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디지털 만화의 불법 유통으로 만화 콘텐츠가 점차 무료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5.4. 디지털 만화 시장 최신 동향

○ 기존 스토리의 구성 측면에서 약점을 보인 태국 만화가들은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디

지털 만화를 활발하게 출시하며, 이야기 구성 능력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

5.5. 주요 디지털 만화 유통플랫폼

○ 2013년 9월 출시된 Ookbee Comics는 태국의 대표 디지털 만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Ÿ 특히, Ookbee Comics는 기존 출판만화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 웹툰 스타일의 
만화도 다수 취급

Ÿ 현재 Ookbee Comics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만화는 세로 읽기 방식인 가운데, 출판만화와 
같이 여러 레이어로 구분된 형식과 한국의 웹툰과 같이 별도의 레이어가 없는 형태가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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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2] 태국 디지털 만화 플랫폼 Ookbee Comics 화면

자료: Ookbee Comics(2017)

○ 태국 작가들의 만화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개 중인 Ookbee Comics에서는 다양한 인디 

만화가들의 작품을 포함해 현재 5,000개 이상의 타이틀이 제공 중 

Ÿ 태국의 만화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도 공략 중에 있으며, 특히 2017년 5월부터 인도네시아
어로 번역해 제공 중

Ÿ 2019년까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 진출한다는 것이 Ookbee Comics의 
목표

○ Ookbee Comics는 단순히 만화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서, 스토리 및 아트워크 개발 등의 컨

설팅도 제공 

Ÿ 디지털 포털에 웹소설 역시 보유하고 있는 Ookbee는 만화가와 소설가를 연계해 태국 만
화의 스토리 품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

6. 웹툰시장 현황

6.1. 웹툰을 보는 시각

○ 태국 만화가를 발굴하고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제공하고 있는 라인웹툰의 영향으로 웹툰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

6.2. 웹툰 시장 규모 

○ 태국의 웹툰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라인웹툰, 코미코, Ookbee Comics 등이 실적을 공개하

지 않고 있어, 명확한 시장 규모 및 이용자 수 등을 집계하긴 어려운 상황

○ 다만, 태국 구글플레이(Google Play) 및 애플 앱 마켓(Apple App Market)에서 라인웹툰

을 위시한 주요 웹툰 앱들의 다운로드 순위가 점차 안정적으로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할 때, 태국의 웹툰 시장은 높은 잠재력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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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태국인들의 경우 동남아시아의 또 다른 신흥국인 인도네시아인들보다 디지털 게임 비

용 지출에 우호적

Ÿ 시장조사업체 Newzoo에 따르면, 태국의 디지털 게임시장 규모는 5억 9,720만 달러로 인
도네시아(8억 7,970만 달러)에 뒤처지지만, 스마트폰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태국의 1인
당 지출 규모가 더 큰 셈

6.3. 웹툰 시장 지체/성장 요인

1) 지체 요인

○ 아직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태국 웹툰시장의 정체 요인으로 지목

○ 인도네시아와 같이 ‘스타 작가’로 분류될 수 있는 작가들이 부족한 점도 현재 노출된 태

국 웹툰 시장의 한계

2) 성장 요인

○ 라인웹툰은 챌린지 리그(Challenge League)를 통해서 태국 현지 작가들을 양성하려 시도

하며, 웹툰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측면에 기여

○ 특히, 라인은 태국의 대표 모바일 메신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라인웹툰의 영향력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Ÿ 태국의 라인 이용자는 일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

Ÿ 더욱이 라인은 자사 메신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모지(emoji)를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 line creator market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무추어 작가들은 라인웹툰에 유통되는 
콘텐츠를 홍보하는 데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

6.4. 웹툰 시장 최신 동향

1) 여성 고객층의 유입 견인

○ 액션물 위주의 일본 망가가 태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과 달리, 웹툰의 경우 여성

들이 선호하는 로맨스 및 드라마 등의 장르가 액션보다 높은 인기를 구가 

Ÿ 태국에서 웹툰 사업을 진행 중인 코미코에 따르면, 자사 서비스에 방문하는 대부분의 태국
인들은 15∼25세 여자라고 강조 

2) 유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조성

○ 웹툰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만화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나, 코미코의 경우 최

근 ‘미리보기’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 유료 수익을 창출하려 시도

6.5. 주요 웹툰 플랫폼

○ 태국에서는 네이버 산하의 라인웹툰 뿐만 아니라 코미코 역시 맹활약 중 

Ÿ 코미코는 2016년 2월에 태국에서 출시됐으며, 한국 작가의 작품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
는 라인웹툰과 달리 코미코는 일본 작가 중심으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구성

○ 태국 현지의 디지털 만화 플랫폼이자 웹툰 플랫폼인 Ookbee Comics 역시 태국 웹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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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과를 창출 중 

Ÿ Ookbee Comics는 만화 업계에서 활약 중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블로거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서비스를 확장

Ÿ 2015년 5월 오픈한 Ookbee Comics는 매월 20%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Ÿ Ookbee Comics 역시 자국 내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태국 웹
툰 산업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작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려 시도

Ÿ Ookbee Comics의 모회사인 Ookbee는 태국 디지털 출판 산업 내 70∼8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디지털 만화 뿐 아니라 온라인 잡지 등 태국 e북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태국 내 노하우를 기반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도 진출을 추진 

구분 라인웹툰(한국) 코미코(한국) Ookbee Comics(태국)

출시일 2014년 7월 2016년 2월 2015년 5월

콘텐츠 수 174개 213개 5,000개

특징

·한국의 네이버 웹툰을 

중심으로 제공

·태국 웹툰 작가 발굴에도 

역량 집중

·일본 웹툰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최근 유료 ‘미리보기’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 

·태국 최대 웹툰 플랫폼으로 

자국 만화가 육성에 집중

·모회사인 Ookbee는 태국 

디지털 출판 산업 내 

70∼80%의 점유율을 보임

<표 Ⅲ-6-2> 태국 웹툰 시장에서 활약 중인 주요 플랫폼 현황

자료: 각사, 스트라베이스(2017)

7. 한국 출판만화 진출 현황

7.1. 진출 사례

○ 태국 대표 출판사인 시암출판사는 국내 인기 만화인 ‘열혈강호’, ‘키드갱’ 등을 발간했

으며, 부라팟 역시 한국 만화에 높은 관심을 보임 

Ÿ 하지만, 태국 출판만화의 위축과 한국 만화 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태국 출판 업계가 
한국의 출판 만화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 

Ÿ 다만, 태국 중산층 부모의 교육열은 한국과 유사해, 한국 학습만화는 지속적으로 태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음 

7.2. 진출 프로세스

○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타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 선별된 만

화를 주로 출판

Ÿ 태국 출판사의 경우 한국 출판사랑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니즈를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 
출판사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어려워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을 진행

Ÿ 또한 커뮤니케이션 장벽 역시 태국 출판사와 한국 출판사간 연계를 어렵게 하는 요소

7.3. 비용 및 수익구조

○ 한국 출판 만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획득하는 비용은 IP 하나당 2,000달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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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타 국가의 만화와 비교해 높은 수준

Ÿ 다만 최근 태국 출판 만화 시장이 점차 위축됨에 따라 한국 학습만화의 라이선스 비용이 
보다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태국 만화 업계의 주장

7.4. 주요 에이전시(한국측)

○ 태국 출판사들은 대부분 국내 에이전시인 신원, 북코스모스를 통해 국내 출판 만화의 라이

선스를 획득

○ 학습만화의 경우 아이세움에서 출간한 ‘살아남기 과학 만화 시리즈’, ‘보물찾기 세계 역

사 상식’ 등이 태국 난미북스(Nanmee books)를 통해 출간된 바 있음

○ 글송이의 ‘텐텐북스’ 및 ‘퀴즈! 과학 상식 시리즈’, 재미북스의 ‘빈대 가족 경제 만화 

시리즈’ 역시 태국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

7.5. 불법 복제 현황 및 대응

○ 일본 매체 Nikkei가 일본 4대 만화 출판사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태국 만

화·애니메이션·라이트노벨의 전체 시장 규모는 60억 엔이지만, 불법 복제 시장을 포함하

면, 150∼190억 엔으로 증가

Ÿ 즉, 불법 복제 시장의 규모가 합법적인 시장보다 3배 이상 크게 형성될 만큼 불법복제의 
심각성이 큰 상황

○ 하지만 태국 출판 만화 업계 담당자들은 불법 복제 시장이 산업에 타격을 줄만큼 영향을 미

지치 않고 있는 것으로 인식

○ 태국의 불법 만화/애니메이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메이저 5개 출판사들은 지난 

2015년 ‘재팬 만화 얼라이언스(JMA)’를 설립하고 저작권 보호 등에 공동 대처

8. 한국 웹툰 진출 현황

8.1. 작품 수 및 장르

1) 작품 수

○ 2017년 10월 기준 태국 라인웹툰에서는 매일 15개의 웹툰이 연재되고 있으며, 종료된 68

개의 작품을 합치면 총 174개의 작품이 존재

○ 태국 코미코에서는 2017년 10월 기준 라인웹툰보다 많은 하루 평균 27개의 웹툰이 연재

Ÿ 현재 연재되고 있는 웹툰 작품 수는 193종이며, 연재 종료된 20개의 작품을 합하면 코미
코는 200개 이상의 웹툰을 확보한 셈

Ÿ 태국 웹툰 플랫폼인 Ookbee Comics의 경우 라이브러리 확대를 위해 한국의 다음웹툰과 
협력을 구축해 작품을 소싱하고 있으며, 현재 5,000여 개의 작품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2) 인기 장르

○ 태국 라인웹툰에서 유통되는 한국 웹툰을 살펴보면, 주로 로맨스, 드라마, 스릴러 등의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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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기를 모음 

Ÿ 특히, 라인웹툰은 드라마의 종류 중 하나로, 읽으면 마음이 따듯해지는 ‘Warm Heart(อบ
อุ่นหวัใจ)’라는 별도의 장르를 신설

○ 라인웹툰과 함께 태국 웹툰 산업을 이끌고 있는 태국 코미코에서도 로맨스, 드라마 장르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8.2. 진출 프로세스

○ 출판만화와 동일하게 지식재산권(IP) 중 일반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수출하는 

웹툰의 경우 현지 웹툰 플랫폼을 통해 진출 가능

Ÿ 보편적으로 해외 웹툰 플랫폼이 국내 웹툰 플랫폼을 통해 수입하고 싶은 만화를 지목

8.3. 주요 에이전시(한국측)

○ 국내 웹툰 시장 플랫폼을 양분하고 있는 네이버웹툰과 다음웹툰컴퍼니가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

8.4. 불법 복제 현황 및 대응

○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센터가 태국에서 불법 유통되는 국내 웹툰을 감시하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들을 완전히 차단하긴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 및 학계의 공통된 의견 

9. 만화 생산환경

9.1. 창작자 규모 및 유형

○ 태국 만화가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는 부재한 가운데, 만화 산업에서 활약 

중인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Ÿ 이는 “만화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성적 선입견에서 비롯하며, 만화의 창작이 고된 노
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태국에서 여성 만화가들이 부족한 이유로 꼽힘

○ 하지만, 최근 들어 업계에서 주목받는 여성 만화가들이 등장하며 남성 중심의 태국 만화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 

9.2. 수입원 및 소득수준

○ 태국의 지식in 서비스로 유명한 Pantip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태국 만화가들은 150페

이지 분량의 만화를 출판할 때 8,000∼9,000바트(약 27∼30만 원)의 수익을 창출

10. IP 비즈니스 환경

10.1. 만화 IP 활용에 대한 인식

○ 만화 IP를 활용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태국 만화 업계에서는 만화 IP 기반 

미디어믹스 전략을 추진하고 싶어 하나, 주로 일본의 인기 만화 IP에 한정적



161

10.2. 만화의 영상화 사례

○ 태국 메이저 만화 퍼블리셔 이큐플러스를 통해 현재 연재 중인 ‘LaFlora, the Princess 

Academy’ 역시 자국 내 인기에 힘입어 애니메이션, 소설 등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 

10.3. 만화의 게임화 사례

○ 지난 2017년 8월 태국 게임업체 Electronics Extreme은 홍콩 만화 ‘Weapons of the 

Gods’ IP에 기반 모바일 게임의 오픈베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발표

Ÿ 1996년 등장한 ‘Weapons of the Gods’는 홍콩의 대표 만화로 태국에서도 높은 인기
를 얻은 바 있음

10.4. 만화 캐릭터 Goods 사례

○ 태국에서 만화 IP의 활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는 모바일 이모지가 꼽히며, 이는 

태국의 국민 메신저 라인웹툰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모지를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기 때문 

Ÿ 이미 연재가 종료된 ‘Noo Hin Inter’ 등이 꾸준히 라인웹툰의 이모지로 제작 중

○ 태국에서는 일본의 인기 만화 ‘One Piece’의 팝업 카페가 운영 중이며, 해당 카페의 직

원들은 원피스 캐릭터 복장을 하고, 음식과 음료 등을 판매

10.5. 한국 만화 IP 활용 사례

○ 애니메이션, 토이북 등 각종 상품으로 등장한 ‘뽀로로’의 경우 태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

으며, 지난 2015년 11월 ‘뽀로로’ IP 기반 워터파크가 태국 방콕에 구축

Ÿ 해당 팝업 스토어는 지난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 9월 1주년 행사를 진행

○ 다만, 태국에서 인기를 구가 중인 한국의 만화 장르가 ‘학습만화’에 국한되어 있어 국내 

만화 IP에 기반을 둔 미디어믹스 진출은 제한적인 상황

10.6. 주요 트랜스미디어 플레이어

○ 만화 IP와 자금력 등을 보유한 태국의 대형 만화 퍼블리셔인 시암출판사가 TV 및 라디오 

스포츠 방송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11. 만화 팬덤 문화

11.1. 만화 팬덤 문화 유형

○ 태국은 일본처럼 동인지 문화가 존재하는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화 팬덤 문화가 형성

Ÿ 태국의 인기 SNS인 Facebook을 통해 다양한 만화 커뮤니티들이 존재

11.2. 주요 오프라인 행사/축제

○ 태국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오프라인 만화 행사로는 태국 코믹콘(Thailand Comic C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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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힘 태국 코믹콘은 매년 4월에 개최되는 가운데, 2017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올

해 행사는 웹툰 플랫폼 업체 간 치열한 홍보전이 목격

Ÿ 태국 코믹콘에는 자국 만화 팬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의 만화 팬들 역시 참석해 코스프레 
등을 선보임

○ 태국 최대 디지털 콘텐츠 박람회 BIDC(Bangkok International Digital Content Festival)

에서는 디지털 만화, 게임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전시 

11.3. 망가/웹툰 온라인 커뮤니티

○ 태국의 지식in 서비스 Pantip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주제를 대상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

며, 이중 만화 게시판(pantip.com/forum/cartoon)은 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로 활용

하는 커뮤니티로 포지셔닝

Ÿ Pantip의 만화 게시판에는 자국 만화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의 만화 역시 
논의

○ Pantip을 제외하면, 태국은 주로 SNS를 통해 소규모로 활동 중인 커뮤니티들이 다수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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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절 미국 시장의 이해

1. 자국 만화의 전통

1.1. 슈퍼히어로의 역사성

○ 미국 만화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자 시장 성장의 핵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은 양차 세계 대전 및 경제 대공황을 배경으로 탄생했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

국이 처한 시대상을 충실히 반영해 옴

○ 이후 슈퍼히어로 만화들도 당대의 사회적 특징을 적극 반영하며 독자들의 호응을 얻어냄

Ÿ 최근 마블은 미국 사회에 불거지는 여러 문제들을 두고 여성, 무슬림, 성 소수자, 10대 청
소년, 유색인종 등 다양한 구성의 히어로 팀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음

1.2. 만화 유형

○ 미국의 만화는 크게 출판 만화, 디지털 만화, 웹코믹스로 나눌 수 있는데, 마니아들의 수집 

문화 영향으로 여전히 단행본 중심의 인쇄 출판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 또한 단행본을 디지털화한 디지털 코믹스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

○ 출판 만화는 다시 코믹북(Comic Book, 이슈), 그래픽노블(TPB), 코믹 스트립(신디케이

션)으로 나누어짐

Ÿ 코믹북은 하나의 작품을 회당 24∼40페이지 내외의 중철 제본으로 나누어 묶어 평균 매월 
1권씩 연재 발매하는 방식으로, 속칭 ‘이슈’라 불리며 주로 코믹숍을 통해 유통됨

Ÿ 그래픽노블(Graphic Novel)은 6권정도 분량의 코믹북을 1권으로 묶어 약 6개월에 1권씩 
간행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인 트레이드페이퍼백(Trade Paperback, TPB)의 마케팅 용
어가 일반명사화한 것이며 주로 일반 서점에서 유통됨

Ÿ 한 줄 내지 한 칸 분량의 짧은 만화를 코믹 스트립(Comic Strip)이라고 하며, 이러한 코믹 
스트립을 단독 혹은 여러 신문 및 잡지에 라이선스를 주어 게재하는 방식을 신디케이션
(syndication)이라고 함

1.3. 만화 독자 

1) 독자 유형

○ 그래픽 팔러시(Graphic Policy)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만화에 관심이 많은 독자는 여

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음

Ÿ 해당 사이트에서 2017년 4월 기준으로 미국 내 페이스북 이용자 중 만화에 관심을 표현한 
3천 7백만 명을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1,900만 명(51.35%), 여성이 
1,800만 명(48.65%)인 것으로 나타남

2) 디지털 만화 독자의 독서 행태

○ 2013년 9월 코믹솔로지가 발표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디지털 만화를 구매해 읽는 독자의 

80%는 만화 구독에 태블릿 PC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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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3이상의 독자들이 주로 밤에 디지털 만화를 읽었으며, 연 평균 100달러 정도를 디지털 
만화 구입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이 만화책의 독자는 주로 27∼36세 남성인 반면, 최근 디지털 만화 시장에 유입되는 이

용자층은 17∼26세의 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Ÿ 젊은 여성 독자층의 유입으로 코믹솔로지의 여성 독자의 비중은 서비스 초기 5%에서 최
근 20% 이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여성 독자층이 오프라인보다는 디지털 방식의 만화 
소비를 선호하는 성향을 뚜렷이 보여줌

Ÿ 또한 시장조사업체 퓨 리서치(Pew Research)에 따르면 해당 연령대 여성의 86%는 페이
스북을 비롯한 SNS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젊은 여성층의 
SNS를 통한 디지털 만화 접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짐

○ 또한 디지털 만화 독자의 2/3 이상이 연 평균 100달러 정도를 디지털 만화 구입에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자들 중 25%는 불법으로 디지털 만화를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으나,  불법 다운로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

1.4. 선호/금기 장르 

○ 슈퍼히어로 장르는 미국 만화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 다수의 독자들이 선호

하는 장르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 웹툰이나 망가의 경우 선호 장르에 조금씩 차이가 남

1.5. 타국 만화 수용도

○ 미국은 전 세계 2위의 만화 시장이고, IP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있어 해외 시장의 진출 욕

구를 불러일으키는 시장이지만, 슈퍼히어로 장르의 전통이 워낙 뿌리 깊어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음

Ÿ 미국의 만화 시장의 70%는 마블과 DC 코믹스의 수퍼히어로물이, 나머지 30%는 일본 망
가가 차지하고 있음

○ 해외에서 수입되는 만화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 전통 히어로물 선호 문화와 맥락이 맞

닿아야 있어야 미국 시장 내에서 폭넓게 수용될 가능성이 큼

2. 망가의 영향력

2.1. 망가 수입 현황

○ 한국 만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인 재패니메이션을 바탕으로 1990년대 일본 망가가 미국 시

장에 본격 진출하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전통적인 미국 코믹스 시장이 30% 이상 감

소할 정도로 아시아 만화 시장이 팽창해 나감

○ 한편, 디지털 만화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망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웹사이트로는 제이 

망가(Jmanga), 디지털 망가(Digital Manga)가 있으며, 모바일 앱인 망가락(Manga Rock)

도 인기를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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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망가 독자

○ 슈퍼히어로 장르가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의 만화 시장의 특성상 망가도 강한 영

웅, 초인, 초능력 등의 슈퍼히어로와 일맥상통하는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격투 오리엔탈

리즘’ 망가가 전반적으로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음 

○ 슈퍼히어로의 전통이 강한 미국 만화 시장에서 슈퍼히어로물이 아닌 다른 장르의 만화를 

접하고 싶어 하는 젊은 여성 독자들의 욕구가 내용의 다양성을 강점으로 한 망가 소비로 드

러나기도 함

2.3. 인기 망가 장르

○ 슈퍼히어로 장르가 절대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만화 시장의 특성과 슈퍼히어로의 

전통 및 ‘긱(Geek)’으로 대표되는 남성 마니아 독자 중심의 배타적인 팬덤 문화로 인해 

미국 만화 시장에 입성한 만화들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슈퍼히어로와 공통된 장르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3.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3.1. 모바일 인터넷 보급 현황

○ ITU에 따르면, 2016년 미국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4억 1,668만 4,000명, 보급률은 

127.16%를 기록했으며, 인구 100명 당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120명을 기록

○ 그러나 평균 모바일 접속 속도는 7.5Mbps로 상대적으로 느린 편

○ 웹 트래픽의 모바일 분산율도 미국의 경우 37%로 글로벌 평균인 50%에 비해 상당히 낮음 

3.2. 모바일 기기 보급 현황

○ 시장조사기관인 컴스코어(Comscore)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스마트

폰/전체폰)은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3.3. 모바일 라이프와 스낵컬처

○ Hooksuite & We are Social에 따르면, 미국의 소셜 미디어 보급률은 66%로 글로벌 평균

인 37% 훨씬 상회

○ 모바일 소셜 미디어 보급률도 글로벌 평균인 34%를 크게 웃돈 58%로 나타남

○ 일일 평균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은 2시간 6분

○ 모바일 기기를 통한 페이스북을 대표로 하는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모바

일 공간에서 새롭게 표출되고 있는 스낵컬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Ÿ 최근 수년 간 앱스토어의 도서(Book) 카테고리에서 Top5를 석권하고 있는 앱들을 ‘챗 
픽션(chat fiction)’ 앱이라 하는데, 이는 문자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형식을 빌려 전개하
는 새로운 포맷의 웹소설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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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동향 

○ 2016년 미국의 유효 모바일 커머스 보급률은 33%로 e-커머스 보급률의 약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음

4. 출판만화 시장 현황

4.1. 전체 만화 시장의 최근 동향 

1) 엇갈리는 시장 전망

○ 다른 콘텐츠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달리 미국 만화 시장

의 성장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

Ÿ 2015년 미국의 만화 시장은 전년대비 9,000만 달러 증가하여 7%의 성장률을 기록했는
데, 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로, 그 중심에는 그래픽노블(Graphic novel)
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은 출판만화 시장의 성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만화로의 전환에 따라 인쇄만화 시장 수익이 감소하면서 미국 전

체 만화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까지 연평균 마이너스 1.5%의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공존

Ÿ 미국 만화 시장의 양대 산맥인 마블코믹스(Marvel)와 DC코믹스의 매출이 2015년에 소
폭 감소했다는 사실 또한 전체 만화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음

2) 전체 만화 시장 규모 감소 속 디지털 만화는 성장세 지속

○ 전 세계적으로 인쇄만화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만화 시장은 빠르게 성

장하고 있는 중

Ÿ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 만화 시장은 2011년 전체 만화시장의 4.1%에 불과했
으나 2015년 10.0%까지 확대되었고, 향후 5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만화시장의 
17.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3) 미국 만화 시장의 특성: 출판 만화와 디지털 만화의 공존

○ 미국 만화 시장은 글로벌 만화산업 상위 10개국 중 전반적인 출판 만화 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이는 출판만화와 디지털 만화가 공존의 

길을 모색한 결과로 볼 수 있음 

Ÿ 디지털 만화 판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근 코믹숍을 검색하고, 코믹숍 내에 디지털 만화 
코너가 들어서는 등, 공존의 노력을 통해 미국에서는 코믹숍의 수가 그래픽 소설이나 디지
털 만화의 성장과 더불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 미국 만화산업 성장 배경에는 슈퍼히어로 만화들이 자리 잡고 있음

Ÿ 슈퍼히어로 만화는 코믹북, 그래픽 노블, 디지털 등 3가지 포맷 모두에서 성장세를 기록

4.2. 출판만화 시장규모 추이

○ 2015년 미국 만화시장은 전년대비 1.7% 성장한 8억 9,300만 달러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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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만화 시장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6억 8,300만 달러를 기록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출판

만화

시장규모 556 559 605 671 692 683 674 663 651 640

비중(%) 92.2 89.6 85.9 82.1 78.8 76.5 74.2 71.9 69.5 67.5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 47 65 99 146 186 210 234 259 284 308

비중(%) 7.8 10.4 14.1 17.9 21.2 23.5 25.8 28.1 30.4 32.5

매출 합계 603 624 704 817 878 893 908 922 935 948

<표 Ⅲ-7-1> 미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전망 (2010-2019)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ICv2(2014), Barnes(2014), Oricon(2014), PwC(2014), SNE(2013), 한국콘텐츠진흥원

4.3. 잡지와 단행본 발간 종수

○ 이슈 코믹북 시장의 전통적 특징이었던 장기 연재 시리즈는 화제성이 점점 짧아지는 대중

매체 환경 속에 빠른 시리즈 완결 및 새로운 시리즈의 등장으로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음

Ÿ 그 결과 2016년에는 판매 부수 상위 300종 가운데, 66종이 연재 10회 미만인 상태로 집계 

Ÿ 이런 트렌드는 한 편으로는 새로운 독자들을 영입하기 위한 다양한 진입점을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그만큼 화제성 자체만을 위한 잦은 설정 변경으로 고정 
팬들을 오히려 멀어지게 할 위험도 내재하고 있음

4.4. 주요 만화출판 및 유통 업체 

1)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 

○ 1939년 타임리 출판사(Timely Publications)로 설립되어, 1950년대에는 아틀라스 코믹

스(Atlas Comics)로 사명을 바꾸었다가, 1961년 스탠 리(Stan Lee)와 잭 커비(Jack 

Kirby)가 판타스틱 포를 발표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꿈

○ 2009년 9월 1일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 의해 40억 달러에 인수되어, 현재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자회사인 마블 엔터테인먼트의 출판 부문이며, DC 코믹스와 함께 북미에서 가장 

큰 출판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Ÿ 2017년 3월 현재 미국 만화 시장 점유율은 35.4%로 1위를 차지

2) DC 코믹스(DC Comics)

○ DC 코믹스는 1934년 내셔널 얼라이드 출판사(National Allied Publications)로 설립되었

으며, 현재 워너 브라더스의 자회사인 DC 엔터테인먼트의 출판 부문으로, 현재의 상호는 

자사의 인기 시리즈인 ‘디텍티브 코믹스(Ditective Comics)’에서 유래됨

○ 마블 코믹스와 함께 미국 만화의 양대 축으로 2017년 3월 현재 미국 만화 시장의 60% 이

상을 점유하고 있음

○ 랜덤하우스가 서점에 DC 코믹스의 만화책을, 다이아몬드 코믹 디스트리뷰터(DCD)가 만화

전문점인 코믹숍에 만화책을 배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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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출판만화 유통채널 

1) 미국 출판 만화 유통의 특징

○ 미국의 출판만화 시장에서 특이한 점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직접 유통 시스템’ 방식

으로, 출판사의 공급을 대행하는 유통사가 소매점에 정해진 부수를 반품 절차 없이 직접 판

매하고, 소매점이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방식을 뜻함

Ÿ 만화전문점(comic book specialty shops, 속칭 comic store)은 만화책을 전문으로 판매
하는 소매점 양식으로, 1970년 대 미국 만화의 가장 주된 유통 경로임

Ÿ 각 만화전문점은 영업 범위 지역구의 만화 독자들의 수요 파악에 민감해지고, 만화를 중심
으로 한 특정 대중문화의 충족을 담당하는 쪽으로 점차 발달

○ 7∼80년대를 거치며 미국의 주류 만화문화는 일반 대중의 가벼운 오락거리에서 ‘긱

(Geek)’으로 지칭되는 소수의 마니아 취향 문화로 점차 소구되었는데, 여기에는 가정용 

비디오를 중심으로 하는 영상문화의 발달, 주류만화의 슈퍼히어로 장르에 대한 매몰, 그에 

따른 누적되고 복잡해진 설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슈퍼히어로물로 대표되는 미국 주류 만화는 대부분 코믹북 형식을 염두에 두고 창작되어 

왔고, 코믹북의 유통 경로는 거의 전적으로 만화전문점이었기 때문에, 만화전문점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 만화산업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 

2) 미국 출판문화의 주요 유통 채널과 방식

○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 이미지 코믹스 등 메이저 퍼블리셔의 작품을 유통하는 다이아몬

드 코믹 디스트리뷰터스(Diamond Comic Distributors Inc.)가 거의 독점적으로 만화전문

점에 배급

Ÿ ICv2와 코믹크론의 공동 추산에 의하면 북미지역의 전체 만화시장 규모는 2015년 10억3
천만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이 중 약 40%에 해당하는 3억8천2백만 달러의 매출이 다이
아몬드 코믹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이루어진 것

○ 한편, 반스앤노블스, 랜덤하우스, 아마존 같은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 체인을 비롯한 일반

서점에서도 출판 만화가 유통되는데, 이들 서점망은 DC 코믹스를 비롯한 메이저 퍼블리셔

는 물론, 망가 등을 취급하는 인디 퍼블리셔의 그래픽 노블도 배급

Ÿ 특히 청소년 취향의 일본 망가와 주류 한국만화가 단행본 형태로 상기 대형 서점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 그 외, 어린이 대상의 교육용 만화는 스콜래스틱(Scholastic Corporation)이라는 어린이 

출판사와 코믹숍(Comics Shop)을 통해 주로 유통

3) 다이아몬드 코믹 디스트리뷰터스(Diamond Comic Distributors, DCD)

○ 1982년에 설립된 DCD는 자사 계정을 보유한 소매업자에게만 마블 코믹스·DC 코믹스·

이미지 코믹스 등 주요 출판사의 만화를 독점 공급하거나, 일본 망가·한국 만화 등 아시아 

만화, 머천다이징 상품 등을 공급하는 도매업자임

Ÿ 보통 출판사로부터 소비자가의 37∼40% 가격으로 공급받으나, 출판사의 신용도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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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따라 거래 가격에 차별을 둠

○ 반품의 경우 소비자가의 1∼2% 가량의 비용을 추가 징수하고, 그 재고를 페기 처분할 경우

에도 별도의 소각료 1% 가량을 부과하며, 임시 보관할 경우에는 비분류로 무료 보관해주거

나, 임시 재고분을 추가로 재분류하여 재입고할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납부하게 함

○ 또한 DCD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잡지 형태의 카탈로그 ‘프리뷰(Preview)’를 통해 실제 

판매 시점보다 2∼3달 앞서 선주문을 받아 유통시킴

5. 디지털 만화 시장 현황

5.1. 디지털 만화를 보는 시각 

○ 아직까지 디지털 만화는 출판만화 이외에 약간의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니치 마켓으

로 인식되고 있어 출판 만화의 판매를 보완하는 유통 창구 전략에 보다 더 집중되어 있음

Ÿ 그러나 출판 만화 시장의 정체 속에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고민하고 있는 미국 만화 업계
는 디지털 만화 시장으로 차츰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음

5.2.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 

○ 2016년 미국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1.4% 성장한 2억 3,400만 달러를 기록

Ÿ 만화 원작 영화의 성공에 따른 만화의 동반 인기 상승, DC코믹스의 유통 채널 확대, 디지
털 만화의 수요 증가 등으로 만화 시장 내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

5.3. 디지털 만화 지체/성장 요인

1) 디지털 만화 시장의 성장 요인

○ 디지털 만화는 종이 만화책에 비해 자유로운 독서 사용자 경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의 구사, 

미국 만화 산업의 유통 구조 혁신 가능성 등으로 인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게 예상

○ 그러나 코믹북리소스닷컴(www.comicbookresource.com)에 따르면, 디지털 만화를 접해

보지 않은 미국 만화 독자의 비율은 75%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이는 아직까지 미국 내 디지털 만화 시장이 전적으로 개화하지 않았다고 풀이될 수 있으며, 

근래에 미국의 디지털 만화 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장의 성장 잠재

력이 풍부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무엇보다 디지털 만화시장이 출판 시장을 잠식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성장

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임

2) 디지털 만화 시장 지체 요인

○ 아직 전체 만화 시장에서 디지털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며, 디지털 만화가 출판 만

화의 보조재 역할을 하는 데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함

○ 만화전문점의 마니아층만 공유하는 배타적 분위기로 인해 디지털 만화 시장에 코믹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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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리고 싶은 여성 중심의 새로운 독자층, 물리적 소장 없이 디지털을 즐기고 싶은 젊은 

세대가 대두된 것이 고무적이지만, 아직은 기존의 출판사를 통해 이뤄지는 유통이 대부분

○ 나아가 터치형 기기에 특화된 인터페이스가 구현되는 코믹솔로지의 경우조차, 종이 포맷의 

만화화면 크기에 맞도록 해체한 것에 가까움

○ 디지털 만화의 자유이용권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만화 작가에 대한 수익 분배 액수와 비

율의 문제로 적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기도 함

5.4. 디지털 만화 시장 최신 동향 

1) 코믹솔로지의 주도

○ 현재 미국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대표적 디지털 만화 플랫폼인 코믹솔로지(ComiXology)와 

전통적으로 미국 만화 산업을 이끌어온 콘텐츠 저작권 소유사 마블 코믹스 및 DC 코믹스 

간의 협력 하에 점점 그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음 

○ 이들 디지털 플랫폼과 콘텐츠 저작권 소유사는 협력 속에서도 견제하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만화의 미래를 구상하는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이미지 코믹스가 <워킹 데드> 시리즈의 성과를 통해 마블과 DC 코믹스의 양강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며 새로운 콘텐츠 저작권 소유사로 부상하고 있음 

2)  디지털 만화 유통 앱을 통한 만화 형식의 실험적 시도 

○ 싱글 타이틀 앱을 통해서는 주로 움직임, 소리 등을 삽입하는 형식적 실험이나 독립만화작

품을 배급하는 유통 실험이 함께 이루어짐

○ 마블 코믹스도 디지털 만화에 최적화된 연출 방식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계속함 

3) VR 코믹스의 출현

○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는 디지털 출판 기술의 혁신적인 변화로, 

2016년 9월 미국 가상현실 기술 개발 업체인 오니라이드(Oniride)가 최초의 3D 코믹북 

‘마그네틱(Magnetique)’을 출시해 전 세계 만화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음

5.5. 주요 디지털 만화 업체

1)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

○ 미국 만화 시장을 대표하는 마블 코믹스는 2007년 11월부터 디지털 만화 유통 플랫폼인 

‘마블 언리미티드(Marvel Unlimited)’를 출시하며, 자체 보유한 풍부한 만화 IP를 무기

로 디지털 만화 시장에 본격 진출

Ÿ 2017년 현재 마블은 연간 이용권 69달러에 1만 7,000여 편의 만화를 무제한으로 구독할 
수 있는 ‘마블 언리미티드(Marvel Unlimited)’ 운영 중

Ÿ 마블은 정기구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마블 언리미티드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만화책 및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을 단행본으로 판매하는 서비스인 ‘마블 디지털 
코믹스 샵(Marvel Digital Comics Shop)’을 출시하면서 디지털 만화 독자의 다양한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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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를 충족하기 위한 투 트랙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

Ÿ 아직까지 마블은 디지털 만화 사업을 자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포지셔닝하기 보다는 출판 
만화의 판매 확대 및 IP 기반 영화 홍보를 위한 보주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

시기 서비스명 내용

2007∼

현재

Marvel Unlimited

(舊 Marvel Digital 

Comics Unlimited)

Ÿ 전용 페이지 및 스마트 단말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월 정기구독 

서비스 (인쇄물 발간 이후 6개월 이상 지난 만화만 제공)

Ÿ 2008년 ‘Secret Invasion: Home Invasion’발간과 함께 온라인과 

인쇄물을 동시에발행하는 전략으로 선회

Ÿ 2009년 10월 풀스크린 제공 등 독자의 경험을 향상시킨 리더기 제공

Ÿ 2013년 마블 언리미티드로 서비스명 변경

<표 Ⅲ-7-2> 마블 코믹스의 디지털 만화 시장 최근 현황

자료: Strabase(2017.6)

2) DC 코믹스(DC Comics)

○ DC는 마블보다 늦은 2012년 주요 e-book 플랫폼인 아마존 킨들 스토어(Amazon Kindle 

Store), 아이북 스토어(iBook Store), 코믹솔로지(ComiXology) 등을 통해 자사의 디지털 

만화 판매를 시작하면서 디지털 만화 시장에 진출

Ÿ 써드파티의 플랫폼이 아닌 자체 유통 채널로는 ‘버티고(Vertigo)’라는 자회사 홈페이지
가 있으며, 주로 유통하는 만화로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그린랜턴, 플래시, 아쿠아
맨, 사이보그, 호크맨, 그린애로우 등 슈퍼히어로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DC는 기존 업계의 관행과 달리 종이 만화책과 디지털 만화책의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했는

데, 이 경우 이미 작가에게 원고료를 지급한 만화를 디지털로 전환할 경우 비용 지출에 대

한 부담이 줄어들게 됨

Ÿ 만화의 저작권을 대형 퍼블리셔가 보유하고 있어, 기존 종이 만화를 디지털로 전환하더라
도 별도의 비용을 작가에게 지불하지 않는 것이 미국 만화 업계의 관행

Ÿ 이것이 마블 등 대형 퍼블리셔가 통상적으로 디지털 만화의 가격을 종이 만화책보다 저렴
하게 판매하는 이유임

○ 이 같은 전략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DC가 디지털 만화를 자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풀이

3) 이미지 코믹스 

○ IP를 퍼블리셔가 보유하는 미국 만화 시장의 구조는 미디어믹스에 유리하지만, 자신의 창작

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

인으로도 작용함

○ 1992년 이 같은 미국 만화 사업의 오랜 관행에 불만을 지닌 작가들이 모여 ‘이미지 코믹

스(Image Comics)’를 설립

○ 마블이나 DC와 달리 작가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인 

‘Creator Ownership’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는 이미지 코믹스가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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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입지를 확보하며 미국 만화 시장의 3대 퍼블리셔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배경임

4) 코믹솔로지(ComiXology)

○ 2007년 7월 만화 팬 커뮤니티로 시작한 코믹솔로지는 2009년 아이폰과 아이패드용으로 

‘Comics by ComiXology’라는 앱을 출시하며 빠르게 성장

○ 이후 북미 최대의 디지털 만화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2014년 4월 아마존(Amazon)이 인수

○ 과거 코믹솔로지는 콘텐츠 당 과금 혹은 번들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디지털 만화 시장의 아이튠즈’라는 별칭을 얻은 바 있지만, 지난 2016년 낱권 판매 방

식에서 월정액 구독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꿈

○ 코믹솔로지는 가이디드 뷰(Guided View), 스마트 리스트(Smartlists), 서브밋(Submit)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5.6. 주요 디지털 만화 유통 채널

1) 디지털 서점

○ 3여년의 기간 동안 경쟁 끝에 코믹솔로지가 아마존에 인수되어 킨들 태블릿 버전의 기본 

구독기로 장착되며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음

2) 주요 퍼블리셔들의 자체 유통망

○ 미국 만화 산업의 양대 산맥인 마블 코믹스와 DC 코믹스는 자체 디지털 유통망을 통해 자

사 콘텐츠를 배급하면서 코믹솔로지에 맞서고 있음

○ 마블 코믹스는 코믹솔로지와 협력하여 앱 만화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만화 서비스를 제공

○ DC 코믹스 역시 자체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독자적인 웹사이트인 ‘버

티고(Vertigo)’를 통해 모션 코믹스, 인터랙티브 만화 등을 실험하면서 디지털 만화 판매 

서비스를 제공

○ 다크호스 코믹스는 자사의 웹 서비스에서 빠르고 쾌적한 웹 만화 뷰어를 이용하여 프리뷰

를 함께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간츠〉와 같은 일본 망가의 번역 타이틀도 소개

○ 2015년 10월 iOS를 통해 개시한 스타트업 디지털 만화 서비스인 코믹블릿츠

(www.comicblitz.com)는 월 7.99달러를 지불하면 구독기의 제한없이 발리안트(Valiant), 

다이너마이트(Dynamite) 등 최신 작품을 무제한 구독할 수 있는 월정액 서비스 제공 중

○ 미국의 주요 만화 출판사들은 디지털 만화와 출판만화의 동반 성장 흐름에 따라 디지털 만

화와 출판만화를 같은 날 출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함

3) 독립만화의 앱

○ 한편, 독립만화들이 앱으로 출시되기 시작한 것도 중요한 움직임인데, 미국 독립만화의 대

표작이라 할 수 있는 〈본(Bone)〉, 사실주의 독립만화의 주요한 작품으로 멕시코계 미국



173

인 커뮤니티의 일상을 그린 헤난데즈 형제(Hernandez Brothers)의 〈러브 앤 로켓(Love 

and Rocket)〉도 싱글 타이틀 앱으로 출시됨

4) 타 분야 콘텐츠와 연계한 만화앱

○ 텔레비전 드라마 및 영화와 관련된 만화앱도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IDW의 대표 

콘텐츠인 〈스타트렉〉과 〈트랜스포머〉는 앱스토어 초기에 앱 만화로도 출시됨 

○ 한편 만화앱들의 등장에 따라 만화 및 만화 정보 등을 다룬 잡지 앱들도 등장했는데, 대표

적인 앱들은 모두 iOS의 뉴스 가판대에서 찾아볼 수 있음

6. 웹툰시장 현황

6.1. 웹툰을 보는 시각 

1) 한국 웹툰과 미국 웹코믹스의 차이

○ 북미지역에서는 인쇄만화 및 단행본을 단순 스캔한 만화를 디지털코믹스(Digital Comics)

라는 단어로 통용하고 있음

○ 웹코믹스(Web Comics)는 디지털 스캔 외에 5∼10분 내외로 웹(Web) 퍼블리싱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는 것으로, 웹툰과 비슷한 유형의 만화 장르이지만, 분량이 짧고 스크롤이 필요 

없는 형식의 만화 장르

○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웹툰과 비슷한 형태인 웹코믹스(Web Comics)가 개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등장

2) 웹코믹스에 대한 인식

○ 미국 웹코믹스는 작가가 개인 블로그 및 사이트에 작품을 연재하고 독자는 사이트에 접속

하여 구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2012년 타파스틱이 진출함으로써 최초 웹

툰 포털이 탄생

○ 초창기 대부분의 웹코믹스 작가들은 웹코믹스를 미국 메이저 출판사와의 계약을 위한 등용

문으로 인식했으나, 타파스를 통한 확실한 유료 수익 모델이 등장하면서 대중문화 산업의 

중요한 원천 콘텐츠이자 자산으로 위상이 점차 올라가고 있음

6.2. 웹툰 시장 지체/성장 요인

1) 미국 웹코믹스 시장의 성장 요인

○ 웹코믹스가 기존 출판 만화의 디지털 연장선상이 아닌 독립적 웹 콘텐츠로서 소비되는 경

향 상 코믹북 문화를 디지털로 즐기고자 하는 젊은 여성 독자층의 새로운 유입이 웹코믹스 

시장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2) 미국 웹코믹스 시장의 지체 요인

○ 웹툰의 활성화로 아마추어 작가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만화 작가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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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어 있는 한국과 달리, 인쇄 만화 출판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작가

로 인정받기 위해 출판사들과의 계약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있음 

Ÿ 기성만화 작가들이나 아마추어 작가들의 자가 출판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고, 웹 연재를 
통해서도 인지도와 수익을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

○ 생활패턴의 차이로 인한 지체 요인으로는, 미국에서는 직접 차를 운전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중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즉 스낵컬처로서 

웹툰을 소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

○ 웹코믹스의 경우 각 장면의 배치가 한국의 웹툰과 같은 세로가 아닌 잡지나 신문, 단행본 

등의 종이매체를 통한 출판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통적인 형태의 장면 배열 방식을 고수

Ÿ 한국 웹툰의 특징을 많이 적용한 타파스와 같은 웹코믹스 전문 유통 플랫폼에서 소비자들
에게 보다 친숙한 세로 스크롤 웹툰 연출의 장점을 거의 살리지 못함  

6.3. 주요 웹툰 플랫폼 

1) 라인 웹툰

○ 상2014년 7월 글로벌 웹툰 서비스인 라인 웹툰(http://webtoons.com/en/)을 출시하였고, 출시 

2년 만에 해외 월간 이용자 수 1,800만 명을 돌파하며 주목받는 플랫폼으로 성장

Ÿ 웹툰에 대한 현지 작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 작가의 정식 연재 비중도 높아지면서 
라인 웹툰의 정식 연재 작품 192편 중 106편의 작품이 영어로 새롭게 창작됨

○ 라인 웹툰은 2015년 7월 미국의 전설적 만화 작가이자 마블 코믹스의 명예회장인 스탠 리

(Stan Lee)가 운영하는 <파우!> 엔터테인먼트와 업무 제휴를 맺고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한 

슈퍼히어로 만화 공모전을 개최

2) 레진 코믹스

○ 레진 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웹툰 플랫폼인 레진코믹스를 통해 2015년 12월말부터 미국에 

본격 진출

Ÿ 레진코믹스는 2016년 현재 450여 명의 아티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중 약 270
명은 레진코믹스를 통해 데뷔한 작가임

○ 레진코믹스는 해외시장에서도 웹사이트와 앱을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언어 설정 변

경만으로 해외 사이트로 전환할 수 있어 이용의 편리성을 더함

Ÿ 미국 사이트에서 눈에 띄는 점은 ‘슈퍼히어로’ 섹션이 따로 마련되었다는 점으로, 이는 
미국 만화 시장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임

3) 타파스 미디어 

○ 기존의 종이 만화책을 디지털화하여 유통하는 코믹솔로지와 달리 2012년 런칭한 타파스

(Tapas), 舊 Tapastic)는 처음부터 디지털 출판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는 웹코믹스 제공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한국의 웹툰 플랫폼 방식을 그대로 활용한 북미 최초의 웹툰 플랫폼

Ÿ 타파스는 설립 당시부터 타파스틱 사이트(www.tapastic.com), 타파스틱 모바일 사이트, 
타파스틱 앱의 세 가지 포맷으로 만화서비스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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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파스는 수익 창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던 작가들에게 ‘조회수 기준 비용 지급’이라

는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2,000여 명이 넘는 작가가 포진한 웹코믹스 전문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운영

○ 웹코믹스 작가들이 만화에 배경 음악을 삽입하거나 움직이는 효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점도 타파스만의 차별화된 특징 중 하나인데, 이는 한국 웹툰의 특징을 그대로 적용

한 것으로 미국 웹코믹스가 한국의 웹툰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암시함

○ 대부분의 웹코믹스 작가들이 미국 메이저 출판사와의 계약을 위한 등용문으로 웹코믹스 시

장을 인식하고 있는 점도 타파스가 빠르게 작가를 수급하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분석됨

4) 스팟툰

○ 2014년 12월 국내 주요 웹툰 작가 15명이 결성한 글로벌 웹툰 서비스 플랫폼인 롤링스토

리는 미국에서 스팟툰 서비스를 실시하고, 미국의 대표적 뉴스 사이트인 ‘허핑턴 포스트’ 

내에 웹툰 코너를 개설하여 유·무료 서비스를 제공

7. 한국 출판만화 진출 현황

7.1. 진출 규모

○ 우리나라 콘텐츠의 북미 수출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 대상 수출 규모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특히 만화 분야 수출 비중은 대 북미 수출액의 0.8%에 불과함

Ÿ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 내 출판종수가 급증하면서, 일본 망가 업체들이 종수 확보를 위
해 한국 만화와 라이선싱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며 한국 만화 미국 시장 진출 시작

7.2. 진출 현황

1) 현지 출판사 직접 설립

○ 시공사에서 아이스쿠니온(ICEKunion)이라는 자회사를 미국에 설립하여 서울문화사에서 

출판하는 만화를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적이 있었지만, 2007년 옌프레스에 합병됨

○ 한편, 이코믹스에서는 2005년 미국에 넷코믹스(NetComics)를 설립하여 한국에서 인기를 

누렸던 순정 만화와 성인용 BL 만화 등을 영어로 번역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60 작품(약 300권)은 단행본으로 출간하였으며, 2016년에는 스마트폰용 애플

리케이션도 출시 

2) 번역 저작권 수출

○ 대부분의 한국 만화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방식으로 대원씨아이, 서울문화사, 학산문화사 

등이 미국으로의 판권 수출을 활발히 진행

○ 한국 만화를 출판하는 대표적 현지 출판사로는 도쿄팝(Dokyopop)이 있는데, 2011년 7월 

미국의 대표적 대형 서점망인 보더스(Borders)의 도산 여파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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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수출에도 악재로 작용한 바 있음

○ 한편,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미국 만화 시장에 적합한 작가를 

발굴하여 현지 만화 출판사 등과 창작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K-Comics 글로

벌 공동 창작 지원사업’을 발족하고 LA에 K-Studio 설립한 바 있는데,이를 통해 현지에

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있음

Ÿ 해당 사업을 통해 2012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윤중근, 김락희, 이인혁, 장혜미, 이찬혁, 
최준혁 등 6명의 작가가 지원을 받음

8. 한국 웹툰 진출 현황

8.1. 진출 현황 및 주요 사업자

1) 라인 웹툰

○ 2017년 4월 기준 라인 웹툰은 미국 시장에서 136개의 작품을 연재 중이며, 연재가 완료된 

73개의 작품을 포함하면 총 209개의 작품을 서비스 중인데, 이는 2014년 미국 시장 런칭 

당시 42편에 비해 약 5배 늘어난 것

2) 레진 코믹스

○ 레진 코믹스는 2017년 7월 기준 130여 편의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유

료 동성애물(BL)·성인물이 주로 인기를 모으고 있음

3) 타파스 미디어

○ 2017년 12월 기준 타파스에 연재 중인 작품 수는 약 4만여 편이며, 2017년 9월 기준 활동 

중인 작가 수는 약 3만 명에 달함

4) 스팟툰

○ 스팟툰은 2016년 기준 90여 개의 웹툰을 북미 시장에 소개해 700만 명의 독자를 확보

Ÿ 스팟툰에서는 로맨스 장르의 작품이 Top 10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음

5) 태피툰

○ 국내 인기 웹툰을 영어로 제공하는 태피툰은 해외 독자들을 위해 선별된 작품들을 편리하

게 감상하고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웹툰의 글로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태피툰의 인기 순위 집계는 최근 동향(Trending), 조회수(Most Viewed), 베스트셀러

(Bestseller) 기준으로 Top 5위까지 발표하는데, 코메디·로맨스·판타지·학원 장르가 

전반적으로 인기가 많은 편

8.2. 비용 및 수익구조

○ 네이버 웹툰은 세계 27개국에 870여 개의 작품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른 수익 모델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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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장이 성숙한 일본의 경우 유료 결제, 유료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인도네시아의 경
우는 게임과 연동된 수익 모델, 미국의 경우 기부와 광고 기반 수익 모델로 시장에 접근하
고 있음

Ÿ 무료로 연재된 웹툰에 대해 ‘미리보기’나 완결판의 ‘다시보기’의 경우 일정 구독료를 
내는 방식, 홈페이지에 광고를 삽입하는 방식의 수익 모델도 운영 중

○ 웹툰 유료화 외에도 웹툰의 IP를 이용한 2차 저작물 계약을 통한 수익 모델도 운영

○ 타파스는 2016년 5월 유료화 기능을 도입한 이후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의 작품들이 등

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8.3. 불법 복제 현황 및 대응

○ 레진코믹스는 2017년부터 웹툰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게릴라

로 운영하는 불법복제 사이트 단속을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

○ 타파스 또한 불법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숙련된 번역가들을 합법적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불

법 사이트를 셧다운 시키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음

9. 만화 생산환경

9.1. 창작자 규모 및 유형

○ 미국의 고용 형태는 크게 풀타임, 파트타임, 프리랜서의 3가지로 나뉘는데, 만화업계 종사

자들은 대부분 프리랜서의 형태로 고용됨

○ 미국 만화 제작 과정의 특성은 다양한 포지션의 팀플레이로 진행되는 <팀과 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 작가(writer), 연필 담당(penciler), 잉크 담당(inker), 채색 담당

(colorist), 글씨 담당(letterer)이 편집자 (editor)의 지휘아래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협업

을 하기 때문임

○ 미국의 만화가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으로는 ‘조 쿠퍼트 만화학교(The Joe Kubert 

School of Cartoon and Graphic Art)’가 대표적임

9.2. 주요 창작 집단

○ 미국에서 만화가로 데뷔하는 방법에는 크게 ‘메이저 퍼블리셔 취업’과 ‘출판사·자가 

출판을 통한 작품 출판’의 2가지 방법이 있음

○ 안정적 수입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메이저 퍼블리셔 취업은 많은 예비 창작자들이 선호하

는 방법이지만, 이미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활동하고 있고, 새로운 작가를 찾는 공모전 또한 

새로운 작가를 찾는 공모전 또한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멀리 보고 

준비해야 함

○ 출판사나 자가 출판을 통한 데뷔를 원한다면 다채로운 포트폴리오보다는 자신만의 이야기

를 담은 완결작이 더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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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데뷔 방법은 코믹 북 리소시즈(Comic Book Resources)나 이미지 코믹스(Image 

Comics)의 ‘크리에이터즈 포 크리에이터즈(Creators for Creators)’ 같은, 미국 만화 

정보 사이트에 공고되는 창작자 경연(Creator Contest)에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되면 데뷔

와 함께 멘토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 

9.3. 수입원 및 소득수준

○ 경제 회복, 배출되는 관련 분야 인력의 질적 향상, 구인 업계의 다양화 등이 만화, 게임, 애

니메이션 업계 활성화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는 있으나 해당 업계 구인구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함

○ 대부분의 만화가가 정규직 고용이 아닌 프로젝트당 고용되는 프리랜서 형태의 구인구직인 탓

에, 해당 업계에서는 ‘취직’이라는 개념이 아닌 ‘프로젝트별 프리랜서 외주’의 개념이 

더 강해서, 회사 조직에의 안정적인 소속 및 수입원 확보는 어려운 것이 만화가들의 현실

○ 게다가 미국의 만화 업계의 최근 변화 중 하나는 다른 업계 같은 포지션 간의 인력 호환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10. IP 비즈니스 환경

10.1. 만화 IP 활용에 대한 인식

○ 미국 만화 시장은 원작에 대한 IP를 창작자가 아닌 퍼블리셔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화

를 원천 IP로 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2차 저작물 전환 등 수익을 극대화하

기 위한 OSMU 사업이 발달해 있음 

○ 더 넘버스(The Numbers)의 미국 박스오피스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6년까

지 제작된 영화 중 만화 원작 편수는 177편이며 만화원작 영화의 박스오피스 총 매출은 

152억 달러를 기록

Ÿ 만화 원작 영화 한 편당 평균 박스오피스 매출은 8,604만 달러로 영화의 원작 소재들 중
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10.2. 만화의 영상화 사례

○ 만화 원작의 TV 드라마화 사례 중 가장 성공작으로 〈워킹 데드〉를 꼽을 수 있는데, <워

킹 데드〉는 지난 10여 년간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한 만화이며, 코믹솔로지가 선보인 

〈워킹 데드〉앱 판매 또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음

10.3. 한국 만화 IP 활용 사례 

○ 한국 만화가 미국에서 영화로 개봉된 최초의 사례로는 2003년의 ‘프리스트’가 있음

○ 1998년 첫 출간된 이후 세계 33개국에 100만 부가 수출된 프리스트는 미국의 한국 만화 

수입업체인 도쿄팝에 의해 미국에서 출간된 이후 폭발적 반응은 없었으나 마니아층이 형성

Ÿ 이후 소니와 판권 계약을 체결한 이후 7,000만 달러를 투입해 3D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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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과 6월에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개봉되었으며, 미국에서는 보름 만에 제작비
의 절반을 회수할 정도의 매출을 올림

○ 또한 천계영 작가의 인기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이 넷플릭스의 첫 한국 오리지널 드라

마로 제작되어 2018년 방영될 예정

10.4. 주요 트랜스 미디어 플레이어

1)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

○ 코믹스 출판사였던 마블은 현재 전 세계 영화팬의 시선을 사로잡은 블록버스터 영화제작사

이기도 한데, 이는 캐릭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입체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드는 트

랜스 미디어 전략이 적중한 효과라 할 수 있음

Ÿ 마블은 트랜스 미디어 전략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 MCU)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용 중

2) DC 코믹스(DC Comics)

○ DC 코믹스는 마블과 함께 미국의 양대 트랜스 미디어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최

근에는 마블이 인지도나 박스오피스 점유율 면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음

○ DC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대응하기 위해 ‘DC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운영하고 있

었으나, 마블에 우위를 내주면서 보다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DC 확장 유니버스’로 업그

레이드 했으나 열세를 벗어나지 못함

3) 넷플릭스(Netflix)

○ 미국 SVOD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2017년 8월 만화책 출판 업체인 밀러월드

(Millarworld)를 인수하고 최초의 만화책 ‘더 매직 오더(the Magic Order)’를 출간을 

통해 만화 시장에 진출한다고 선언

Ÿ 2017년 8월 디즈니가 2019년도부터 넷플릭스에 대한 콘텐츠 제공 중단 및 자체 브랜드
의 넷플릭스 동종 서비스 출시를 예고

Ÿ 이에 넷플릭스는 2017년 8월 7일 ‘킹스맨(Kingman)’ 등 인기 캐릭터와 스토리를 보
유한 만화책 출판사인 밀러월드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였음

Ÿ 더 매직 오더는 밀러월드의 설립자이자 만화 작가인 마크 밀러(Ma가 Millar)와 ‘토르
(Thor)’, ‘어벤저스(the Avengers)’의 작가인 올리비에 크와펠(Olivier Coipel)이 
제작했으며, 2018년 봄 1권을 필두로 총 6권으로 출간될 예정

4) 월트 디즈니 컴퍼니(Walt Disney Company)

○ 2000년대 초부터 픽사, 마블, 루카스 필름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거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자 최대 콘텐츠 제작사로 부상해 온 월트 디즈니가 21세기폭스그룹을 524억 달러

(약 74조원)에 인수하는 협상이 최근 마무리되었음

○ 이번 인수를 통해 디즈니의 어벤져스와 폭스의 엑스맨으로 나뉘어 있던 마블 스튜디오의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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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만화 팬덤 문화

11.1. 만화 팬덤 문화 유형

○ 미국의 팬덤 문화 유형은 전통적으로 개최되는 샌디에이고 코믹콘이나 뉴욕 코믹콘과 같은 

만화 축제로 대표될 수 있음

○ 최근에는 코믹콘의 트렌드가 아시아권 만화 콘텐츠로 점점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변화를 

보이고 있음 

11.2. 주요 오프라인 행사/축제

1) 샌디에이고 코믹콘(Comic-Con International: San Diego, SDCC)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샌디에이고 컨벤션 센터에서 매년 개최되는 축제로, 1970

년 3월 21일 “San Diego’s Golden State Comic-Minicon”이라는 1일 행사의 성공으

로 같은 해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의 샌디에이고 코믹콘(San Diego’s Golden State 

Comic-Con) 행사가 개최된 것을 시초로 함

Ÿ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참여하게 되었고, 게임과 애니메이
션, 완구, 문구, 캐릭터, 피규어 산업에 이르기까지 연관 산업의 복합적인 행사로 확대됨

○ 샌디에이고 코믹콘에서는 여러 시상식이 열리는데 이 중 ‘아이스너 어워드(Eisner 

Award)’는 만화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며, 볼티모어 코믹콘에서 시상하는 하비 어워드와 

함께 미국 만화계의 가장 큰 시상식임

Ÿ 정확한 명칭은 ‘윌 아이스너 만화 산업상(The Will Eisner Comic Industry Award)’
로 만화계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여 수상자와 수상작을 결정함

2) 원더콘(WonderCon: Wonderful World of Comics Convention)

○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행사로, 1987년 샌프란시

스코 베이 에어리어(Bay Area)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2011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에서 지속되다가, 2012년부터 장소를 캘리포니아 남부인 애너하임으로 옮겨 현재까지 지

속되고 있음

3) 뉴욕 코믹콘(NYCC: New York Comic-Con)

○ 현재 코믹콘 시리즈 중 2번째로 큰 만화 전시회로, 2006년 2월 제 1회 대회가 개최되었으

며, 행사 주최는 세계적 출판 및 관련 정보 제공업체인 리드 엘제비어(Reed Elsevier)의 

전시회 사업 부문인 ReedPOP이 담당하고 있음

○ 뉴욕 코믹콘은 샌디에이고 코믹콘과 함께 북미 시장의 주요 마켓으로, 원화보다는 스토리 

중심의 OSMU가 초점을 맞춘 마켓임

○ 따라서 만화 창작자, SF/판타지 작가, 영화 및 텔레비전 감독, 프로듀서, 작가 등 대중문화 

관련 창작자 외에도 주요 방송사, 영화사들도 많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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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개최된 뉴욕 코믹콘의 화두는 단연 VR 코믹스였는데, 가상현실을 만화에 접

목하여 만화를 보다 실감나게 즐길 수 있게 한 기술적 시도는 방문객들의 최대 관심사였음

4) 오타콘(OTAKON)

○ 미 동부 최대 규모, 전미 두 번째 규모의 만화축제로 2017년에는 8월 11일부터 3일간 워

싱턴 DC에서 개최됨

Ÿ 오타콘은 ‘아시안 팝 컬쳐’를 아우르는 축제로 주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그리고 그
와 파생되는 각종 문화산업장르를 전반적으로 취급함

○ 미국 내 대부분의 코믹콘이 마블, DC, 할리우드 콘텐츠 위주라면 오타콘은 아시아의 문화 

콘텐츠만 대상으로 하며, 아시아 콘텐츠 관련 전문가 집단의 리서치, 세미나, 토론, 강연, 토

크쇼, 무대 공연 등으로 이루어짐

11.3. 망가/웹툰 온라인 커뮤니티

1) 망가폭스(Mangafox)

○ 세계 각국의 만화 1만 여 종이 영어로 번역되어 올라오는 해외 만화 공유 사이트로, 저작권

이 지켜지지 않는 불법 사이트이지만 세계 만화의 추세와 인기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

Ÿ 구독자들이 직접 번역해서 올리며, 주 번역 대상은 망가이지만 2014년경부터 한국 웹툰의 
인지도가 크게 오르고 있음

Ÿ 손제호·이광수 작가의 ‘노블레스’는 망가폭스에서 1위를 한 바 있고, 그 외 ‘게이
머’, ‘소녀 더 와일즈’, ‘신의 탑’, ‘갓 오브 하이스쿨’ 등 판타지풍 웹툰이 상위 
20위권에 포진한 바 있음 

Ÿ 현재 망가폭스 웹 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신의 탑, 노블레스, 게이머, 
갓 오브 하이스쿨은 2017년 11월 기준 계속 상위권에서 연재 중

2) 바토토(Batoto)

○ 망가폭스와 유사한 글로벌 만화 공유 사이트로 한국 웹툰이 영어뿐만 아니라 필리핀어, 터

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루마니아어, 폴란드 어 등 다양한 세계 언

어로 번역되어 공유되지만,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 사이트임

○ 이 외에도 오토마타(Automata), 키스망가(Kiss Manga), 망가리더(Manga Reader), 망가

히어(Manga Here) 등 해외 망가 공유 사이트들이 있음 

3) 망가 코믹스 망가(Manga Comics Manga, MCM)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온라인 정보 사이트인 닷대시(Dotdash, 舊 About .com)

의 前 망가 에디터로 일한 경험이 있는 뎁 아오키(Deb Aoki)가 2013년 개설한 망가 소개 

사이트임

Ÿ MCM은 망가·망가 창작자, 미국 코믹스, 프랑스 만화(bande dessin�e)를 포함한 전 세
계 만화와 창작자를 소개하는 사이트로, 만화 및 애니메이션 관련 국제 행사, 만화를 원화
로 한 영화와 같은 2자 저작물 등 만화와 관련된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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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절 영국 시장의 이해 

1. 자국 만화의 전통

1.1. 만화를 보는 시각 

○ 영국에서 만화에 대해 특별한 열광이나 부정적인 평가는 나타나지 않으며 고유한 콘텐츠 

분야로 인정받고 있음 

Ÿ 만화는 주로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콘텐츠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성인을 위한 그래픽 노
블(graphic novel)도 널리 판매되고 있으며 신문의 스트립 만화(strips)도 전통 있는 만
화 장르로 평가됨 

1.2. 만화의 유형

○ 영국 만화의 유형은 흔히 슈퍼 히어로 만화(superhero comics)와 진지한 그래픽 문학

(graphic literature)으로 대별되지만, 이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것도 영국의 주류를 잘 포

착하지는 못하는 상황 

○ 이런 가운데, 영국 만화의 유형은 만화의 포맷 및 유통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Ÿ ONE SHOT/SINGLE ISSUE: 표준적 만화책 분량인 32페이지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긴 
48, 64, 72페이지 분량에 일회성의 단편 스토리를 담고 있는 만화로서, 오리지널 콘텐츠
이거나 기존 프랜차이즈의 일부로 구성 가능  

Ÿ MINISERIES: 일정하게 정해진 회차(4회, 6회, 12회 분량이 일반적)내에서 스토리를 제
공하는 만화 형식으로, 원샷 만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콘텐츠이거나 기존 프랜
차이즈의 일부로 구성 가능

Ÿ ONGOING SERIES: 장편 스토리를 담고 있는 연재물로서, 연속성을 갖춘 캐릭터를 설정
하거나 약 40회 혹은 무제한으로 연재하는 시리즈물 

Ÿ ANTHOLOGY: 책 한권에 여러 개의 다양한 만화 작품들을 담고 있는 간행물로서, 각각의 
만화들은 5-8 페이지 분량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각각의 만화 스토리마다 서로 다른 작가
의 작품을 싣는 것이 일반적 

Ÿ GRAPHIC NOVEL: 분류방식이나 기준에 대해 종종 논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64페이지 
이상의 완결된 스토리를 다루는 오리지널 만화를 의미

Ÿ TRADE PAPERBACKS/COLLECTED WORKS: 영국 만화업계에서 다양한 출처와 형식
의 만화 자료를 편집하여 재출판한 것을 지칭

Ÿ ADAPTATION: 영화, 소설 또는 비디오 게임과 같은 다른 매체에서 이미 출시된 스토리
를 만화책 형식으로 각색한 작품 형식으로서, 오리지널 콘텐츠나 기존 프랜차이즈의 일부
보다는 기존 스토리를 변환한 것

Ÿ PROMOTIONAL COMICS: 음악 앨범, 비디오 게임 또는 기타 상업용 제품과 함께 제작
되는 만화로서, 홍보 마케팅용으로 무료 배포되거나 판매용으로 출시

Ÿ WEB-BASED: 인터넷에서 디지털로 출판된 만화 스토리 콘텐츠

Ÿ MOBILE PHONES/E-READER: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출판물

Ÿ SINGLE PANEL: 인쇄물이나 디지털 형식을 막론하고 단 한 컷으로 표현된 카툰,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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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표현 등을 의미하며, 종종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여러 곳에서 발행되며 저작권은 작
가나 에이전시 등 단일 주체에게 귀속 

Ÿ SYNDICATED STRIP: 3∼4개의 컷 혹은 1페이지 분량으로 그려진 코믹 혹은 카툰 작품
으로서, SINGLE PANE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여러 곳에서 발행되
며 저작권은 작가나 에이전시 등 단일 주체에게 귀속 

Ÿ FANZINE: 위에 제시된 여러 가지 형식의 만화 콘텐츠를 결합하여 제공하며 작가에게 별
도의 작품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이익 분배 형식으로 출판하는 것이 특징이며, 기존 프랜차
이즈를 다루기도 하고 전적으로 새로운 만화 작품을 발표하기도 함 

○ 그래픽 노블이 널리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만화 장르인 아동용 만화와 유머가 있

는 코믹 장르 콘텐츠가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

Ÿ 어드벤처 장르의 만화와 미취학 아동 및 어드벤처 물, 소녀용 만화 등이 시장의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며 다양한 잡지와 단행본 타이틀 형태로 출시 

1.3. 만화 및 도서시장 독자 

○ 주요 만화 독자층은 미취학 아동과 남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망가의 독자는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영국 도서시장에서 최근 특기할만한 동향은 영국 소비자들의 e-Book 대비 종이책 선호 추

세가 두드러진다는 것임

1.4. 선호 및 금기 장르

○ 영국의 만화는 미국식 슈퍼히어로 주제와는 차별화되는 정치사회적 내용을 담는 특징이 있음 

Ÿ 대부분의 영국인에게 "만화(comic)"란 슈퍼 히어로 콘텐츠나 범죄물이 아닌 The 
Beano(1938-현재) 또는 The Dandy(1937-현재) 같은 작품을 의미 

Ÿ <The Beano>는 영국의 최장수 아동용 웹툰로서,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거나 사회적으로 권위를 갖는 성인들에 대해 반항적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등 미
국식 만화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짐 

Ÿ 청소년 웹툰들의 경우, 기존 체제에 대한 반항, 전쟁, 우주 탐사, 스포츠 등과 관련한 내용
을 다루고 있음 

Ÿ 정치적 차별, 인종적 차별, 성적 차별 등을 담고 있는 내용은 비판과 제재의 대상

○ 2017년 영국 만화계에서는 블랙 슈퍼 히어로 만화에서 애완동물의 모험 스토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출간 

1.5. 외국만화 수용도

○ 미국 슈퍼 히어로 만화의 전 세계적 영향력이 영국에도 작용

Ÿ 미국의 출판용 만화 서적도 영국에서 판매되며, 요즘은 주로 Forbidden Planet, Gosh, 
Comics Showcase와 같은 전문 매장을 중심으로 판매

Ÿ 신문 가판대에서 미국의 만화가 판매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Panini와 Titan Magazines 
등의 출판사 및 만화잡지를 통해 미국 만화의 리프린트(재판)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만화 유통 업체들의 재기 등으로 외국만화 수용 환경의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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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가의 영향력

2.1. 망가 수입현황

○ 영국에서는 망가 출판사가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지만 일본 망가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이 활동

○ 오프라인에서 일본 망가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 매장으로는 Gosh Comics, JP Books, 

TokyoToys, Orbital Comics, Forbidden Planet 등이 유명  

2.2. 망가의 독자

○ 전통적인 만화 독자층이 남성 위주인 것과는 달리 일본 망가는 여성 독자들에게도 진입 장

벽이 낮은 편

Ÿ 이는 망가가 여성 독자를 위해 여성 작가에 의해 그려지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망가 독자 및 일본 문화 애호가들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음 

Ÿ 1976 년에 설립 된 Japan Centre는 일본의 음식문화 소개와 더불어 망가, 잡지, 선물 등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어, 일본 망가 독자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Ÿ Otaku News는 일본 망가, 애니메이션, 기타 오타쿠들을 위한 다양한 아이템을 중심으로 
일본 문화 팬들을 위한 뉴스를 제공하며 망가 애호가의 커뮤니티 역할을 담당 

2.3. 인기 장르 및 작품

○ 영국에서도 일부 일본 망가 작품들이 출판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일본 작가들

의 출판도 진행

○ 이토 준치의 <Tomie>와 같은 호러물이나 <Naruto> 같은 Shonen(少年) 망가 등이 10대 청

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런 장르는 소녀 독자들도 제한없이 즐기는 것으로 분석

3.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3.1. 모바일 인터넷 보급 현황

○ OECD에 따르면 2016년 12월 현재 영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5,871만 명으

로,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멕시코, 독일에 이어 5위를 기록

○ 그럼에도 불구하고 4G를 넘어 5G로의 이행이 임박한 통신 환경에서, 모바일 인터넷 이용 

경험은 더욱 고도화

3.2. 모바일 기기 및 모바일 인터넷 라이프 동향 

○ 글로벌 컨설팅업체 Deloitte의 2017년 영국 모바일 소비자 서베이(Deloitte’s Mobile 

Consumer Survey: The UK Cut)에 따르면, 첫 번째 풀 터치 스크린 스마트 폰의 출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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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년 만에 스마트 폰 보급률이 최고 수준에 도달

3.3. 스낵컬처 및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현황  

○ 글로벌 4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Facebook, Twitter, YouTube, Instagram에 대한 활

용도가 높고 특히 젊은 소비자들의 SNS 선호도가 높은 편 

○ 스마트기기의 확산, 인터넷 환경의 고도화, 무료 또는 월정액 기반의 저렴한 가격의 애플리

케이션 등장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3.4.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동향

○ 영국 소비자의 유료 구독형(subscription) 서비스 가입이 비교적 활발한 가운데, 미디어 출

판물과 디지털 콘텐츠의 유료화 모델도 순항  

Ÿ 기업의 구독료 수익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 Zuora의 시장조사 보고
서에 따르면, 영국 성인 인구의 78%에 해당하는 4,000만 명이 현재 최소한 한 개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유료로 구독 

4. 출판만화 시장

4.1. 출판만화 최근 동향

○ 영화 콘텐츠부터 슈퍼마켓 진열장의 마케팅 현장에 이르기까지 만화 캐릭터의 인기가 이어

지고 있지만, 영국 만화시장은 오히려 하락세를 타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 

Ÿ 'Batman'이나 'Spider-Man' 같은 슈퍼 히어로 만화 캐릭터는 물론, <The Walking 
Dead>와 같이 성인을 겨냥한 미국 만화 콘텐츠의 인기에서 나타나듯 미국 중심의 시장질
서가 확대

○ London Book Fair 2017에서 이 같은 영국 만화시장의 상황을 다루는 <Rebels and 

Empires: The Future of British Comics> 논의의 패널로 참여한 만화계 인사들은 현재 

영국 만화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Ÿ 만화 제작사 Beano Studios의 Mike Stirling 소장은 만화 출판사들이 현재 신문 가판대나 
소매유통업체에서 만화와 만화잡지를 판매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스탠드에서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Ÿ 일반도서와 만화도서를 함께 출판하는 Rebellion의 Ben Smith 대표는 신문 가판대가 
‘죽어가는’ 반면 그래픽 노블 형식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잠재 고객에
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포맷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 

4.2. 출판만화 시장규모

○ 2015년 영국 만화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00만 달러 감소한 4억 6,200만 달러를 기록

○ 영국산 만화의 출판 비율 감소 및 디지털 플랫폼의 확대에 따라 영국 출판만화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3.2%의 역성장을 이어가며 3억 4,200만 달러 규모로 위축될 전망

○ 디지털 만화 시장이 확대될수록 오프라인 만화 판매가 위축되는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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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만화 시장에서 영국산 만화가 해외 작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이며, 유럽‧
미국‧일본산 만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4.3. 주요 만화출판업체

○ 영국의 만화 시장은 거대 출판사인 DC Thomson과 미국 Marvel의 영국 현지법인인 

Marvel Comics UK가 주도하는 가운데, 대형 출판사들과 소규모 독립 출판사들이 공존  

○ 주요 대형 출판사들은 다양한 만화 관련 매체를 보유해 운영하거나 그래픽 노블 제작 시스

템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만화 콘텐츠 자산을 확보 

Ÿ DC Thomson은 <The Dundee Courier>, <The Evening Telegraph>, <The Sunday 
Post>, <Oor Wullie>, <The Broons>, <The Beano>, <The Dandy>, <Commando 
comics> 등을 제작한 영국의 출판 및 TV 제작사로서, 아동 도서 출판사 Parragon과 
Press and Journal을 발행하는 Aberdeen Journals Group을 소유

○ 단행본 이외에 <TOXIC!>, <Mega, Doctor Who Adventures>, <Dennis and Gnasher 's 

Epic> , <Doctor Who Magazine>, <Adventure Time> 등 만화 전문지를 통한 만화 공급

도 주요한 축을 형성  

○ 그러나 2011년 6월 Emap, IPC, Haymarket 등 주요 출판 잡지사들이 만화 출판 계획이 

없다고 밝힐 만큼 이 분야의 수익성은 낮은 편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Ÿ 이익규모가 여타 잡지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제기됨

4.4. 주요 유통 채널 

○ 영국의 출판 만화 유통은 서점, 신문 가판대, 온라인 마켓, 대형마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

형마트의 영향력이 큰 것이 특징 

○ 만화 서적은 우선 전국 유통망을 통해 지역별 유명 서점인 Titan, Forever People, 

Timeslip, Nostalgia &Comics) 등을 중심으로 배급

○ 최근 영국의 뉴스 스탠드 만화 서적은 일반적으로 리프린트(재판) 중심이고 라이선스 타이

틀(허가판)이 대부분이지만 판매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 

○ Tesco나 Sainsbury's 같은 대형마트나 WHSmith 68)와 같은 서점이 만화 출판 판매의 

40% 이상을 차지 

4.5. 출판만화 지원 

○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인재 발굴 이벤트를 진행 

Ÿ 런던카툰센터(London cartoon centre), 버벡(Birbeck), 왕립예술대학교(Royal College 
of Art) 등에서 만화 인재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운영 

Ÿ 영국 The Observer와 Publishing House Jonathan Cape가 개최하는 Graphic Short 
Story Competition, Manga Jiman Competition 등을 통해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

68) 간단한 먹을거리와 음료, 잡지, 책들을 파는 영국의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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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미지 이름 이미지

Comic Blitz 

(iOS)

Comics by 

Comixology 

(Android, iOS, 

Windows)

Marvel 

Unlimited 

(Android, iOS)

Dark Horse 
(Android, iOS)

2000AD 

(Android, iOS, 

Windows)

DC Comics 
(Android, iOS)

Kindle Image Comics 

<표 Ⅲ-8-1> 영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만화 앱

5. 디지털 만화 시장 현황

5.1. 디지털 만화 최근 동향

○ <The Beano>, <Phoenix Comic>, <2000AD>, <Commando>, <Mega>, <Doctor Who 

Adventures> 등 주요 만화잡지들이 디지털 에디션을 동시에 출판하고, 대화형 게임과 실시간 

커뮤니티 활동, 동영상 콘텐츠 삽입 등 디지털 에디션에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 Amazon과 Apple App Store 같은 거대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 이외에도 온라인플랫

폼 전문기업인 Comixology와 Comicsfix 등 영국의 전문 유통업체 등이 활약 

○ 만화 전문서점인 Neptune Comics, Reed Comics, Forbidden planet 등이 온라인 만화 

유통 시장에서 활약

5.2.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 

○ 2015년 영국 온라인 만화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000만 달러 증가한 6,000만 달러를 기록

○ 영국의 스마트폰과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인만큼 온라인

과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만화 시장은 201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0.7%를 기록하며 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5.3. 주요 디지털 만화 출판사 및 플랫폼69) 

○ 영국의 IT 전문 미디어 Gizmodo가 스마트 폰 등을 통해 디지털 만화를 읽기에 가장 적합한 

앱으로 소개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69) http://downthetubes.net/?page_id=7076#buying-british-comics-comic-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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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oid, iOS, 

Windows)
(iOS)

IDW Comics 
(Android, iOS)

Crunchyroll 
Manga 

(Android, iOS)

Comics Plus 
(Android, iOS)

ComicRack 
(Android, iOS, 

Windows)

The Beano 
(Android, iOS)

ROK Comics
 ‘Aggregator’ 

App

자료: Gizmodo, Down The Tubes (2017)

○ 한편, 디지털 만화의 퍼블리싱을 지원하는 서비스 및 관련 콘텐츠 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Ÿ Comic Rocket Webcomic List: 1만 3,700 종 이상의 온라인 디지털 만화를 제공하며 제
공되는 만화 콘텐츠의 규모는 190만 페이지를 상회

Ÿ Comic Strip Library - Digital Collection of Classic Comic Strips: 저작권이 소멸된 
1923년 이전의 만화 스트립을 디지털로 제공하는 공개 라이브러리

6. 한국 만화 진출 현황 

○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2014년 7월 ‘라인웹툰’ 플랫폼을 오픈하고 일본, 미

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으며 영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 

Ÿ 한국 온라인 만화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각 언어권마다 현지 작가의 작품
을 함께 연재 

Ÿ 그러나 주로 일본과 미국 시장이 중심이고 유럽 내에서도 영국 시장에서 큰 화제나 관심을 
모았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음

7. 만화 창작환경

7.1. 만화 작가의 역할 및 저작권 관계

○ 출판만화와 디지털 만화를 막론하고, 만화 작가는 소설이나 텔레비전 스크립트를 다루는 것

과는 매우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며, 고용 형태나 담당 업무에 따라 다양한 역할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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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오리지널 콘텐츠를 창작하는 만화가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콘텐츠 만들어내며, 자신이 작성
한 모든 자료에 저작권을 소유하고 출판사와 원고료(fee)를 합의한 후 저작권 일부 혹은 
전부를 양도 

Ÿ 만화 작가가 기존 프랜차이즈 콘텐츠 제작을 위해 고용되는 경우, 기존 아이디어, 캐릭터, 
배경설정 및 스토리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해당 회사에게 있지만 이 작가가 창작한 새로운 
줄거리 및 대화 콘텐츠 등은 작가가 저작권을 계약에 따라 해당 회사에 양도하거나 양자 
사이에 계약 요구사항(가령 사전에 합의된 금액이 지불되는 경우)때까지는 작가에게 귀속

Ÿ 만화 콘텐츠가 책, 비디오 게임, 영화, TV 시리즈 등 다른 매체용 콘텐츠로 각색되는 경우, 
해당 만화 타이틀에 익숙한 작가가 이를 위한 보조 스토리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
서를 통해 작가가 이러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어느 정도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

7.2. 만화 작가의 고용 형태와 에이전시  

○ 고용 형태는 만화 작가와 해당 만화 제작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다음

과 같은 경우가 일반적 

Ÿ 기존에 진행 중인 만화 제작 프로젝트에는 직원 형태로 고용된 작가(staff writers)가 활
동하는 경우가 대부분 

Ÿ 오리지널 그래픽 노블의 경우 프리랜서 작가나 사내 도급 작가가 참여하는 경향이 큰 편  

○ 영국 만화 업계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의 수는 많지 않으나, 만화 작가와 제작사 및 출판사

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

Ÿ 작가가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고료, 배타적 업무와 관련한 의무 조항 및 계
약 해지 조건들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신디케이션 에이전트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판매 방법 및 시기를 결정하거나 저작자가 다른 채널을 통해 작품을 판매하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음 

7.3. 비용 및 기타   

○ 만화 작가들의 원고료 책정 기준과 규모 등은 출판사의 정책, 해당 작가의 경력, 작품의 수

익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음

Ÿ 오리지널 그래픽 노블의 경우, 작품 편당 원고료 혹은 페이지 당 원고료 방식으로 지급되
는 것이 가능하며 최초 원고료와 판매에 따른 인세 방식을 결합하여 계약 및 지불 가능

Ÿ MINISERIES와 ONGOING SERIES 유형의 만화 콘텐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페이지 
당 원고료가 지급되지만 홍보용 만화 제작이나 각색 만화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편당 원고
료가 지급되기도 함 

Ÿ ANTHOLOGY에 실리는 만화 콘텐츠는 페이지 당 원고료가 지급되며, 장기적으로 판매되
는 서적일 경우 고료를 일시에 제공하는 대신 기간별로 지급하는 방식도 적용  

Ÿ SINGLE PANEL에 대한 원고료는 출판사의 자금력과 작가의 프로필에 의해 결정되며, 저
작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므로 다른 곳에서의 출판이나 콘텐츠 활용을 위
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해당 출판사와 독점권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등을 별도로 협
의해 적용할 수 있음 

Ÿ 신디케이션 코믹 스트립에 대한 표준 임금은 일반적으로 스트립 콘텐츠가 발행될 때마다 
결정되며, 출판사의 자금력과 작가의 프로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저작자가 다른 곳에서
의 콘텐츠 출판이나 사용을 결정할 권리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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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TRADE PAPERBACKS/COLLECTED WORKS의 경우, 리프린트에 대한 원고료는 통상 
로열티 계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만화 콘텐츠가 온라인 또는 e-book 형식으로 출판되
는 경우에는 종이 책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표준 요금보다 낮은 가격이 책정 

8. IP 비즈니스 환경

8.1. 규제 및 저작권 현황 

○ (규제환경) 영국특허청(UK IPO)은 지식재산(IP)이 기업의 성장이나 경쟁력에서 핵심이라

는 판단 아래 2014년 영국의 혁신과 창조분야를 진흥하기 위한 지재권 전략계획을 발표

Ÿ 영국 특허청은 혁신과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IP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
도록 IP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보호를 강조

○ (저작권 보호)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지불방법 혁신 등 합법적인 파일 공

유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방송통신규제위원회(Ofcom)가 불법 파일 공유 등의 규제

를 담당

8.2. 만화의 IP 전환 사례

○ 만화의 영상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나, 성공과 실패를 단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성

과를 나타냄 

Ÿ <Doctor Who Adventures>는 만화의 영상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 

○ 캐릭터·라이선스 시장에서는 영화나 만화와 연계된 라이선스 완구제품의 인기가 지속 

○ 한편, 영국의 IP 전환율은 27.5%로 미국의 28.6%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23.3%를 상회

9. 만화 팬덤 문화

9.1. 만화 팬덤의 유형

○ 영국 대표하는 만화 팬덤은 각 지역 단위로 전개되는 코믹콘(Comic Cons)을 꼽을 수 있

음70) 

Ÿ 영국에서 코믹콘은 더 이상 슈퍼 히어로 만화 마니아들을 위한 틈새시장에 머물지 않고 대
중문화의 주류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음  

Ÿ 코믹콘은 팬들이 만화와 관련된 한정 판매 상품이나 희귀 아이템을 획득하고, 제작자를 만
나고, 캐릭터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고, 코스프레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Ÿ 예컨대 MCM 코믹콘 런던(MCM Comic Con London)은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코믹콘 행사로서, 2017년에는 글로벌 코스프레 경쟁과 거대한 만화 빌리지(Comic 
Village)로 눈길을 끌었으며 영화, 만화, 망가, 애니메이션, 비디오게임 분야의 다양한 행
사를 진행 (2017.5월)

Ÿ 스윈던 필름& 코믹콘(Swindon Film and Comic Con)은 코스프레, 토론회, 콘텐츠 거래

70) https://www.list.co.uk/article/91128-10-of-the-best-uk-comic-c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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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스탠드와 함께 영화, 소품, 코믹스 존을 따로 만들어 공개 (2017.6월)

Ÿ 글래스고 코믹콘(Glasgow Comic Con)은 최근 7년 동안 큰 폭의 성장을 통해 만화 유망
주들을 위한 연례 쇼케이스 역할을 하고 있으며, Nine Panels 산업 컨퍼런스 및 연례 스코
틀랜드 독립 기념 코믹북 시상(Scottish Independent Comic Book Awards) 행사를 포
함(2017.7월)

Ÿ 포트 콘(Fort Con)에서는 오래된 스쿨 아케이드 게임과 핀볼을 제공하고 '좀비 케이지 경
험' 같은 행사를 진행하며, 가상현실 시범 세션도 진행 

Ÿ 노르 콘(Nor Con)은 SF와 코믹스에 대한 각종 거래와 전시, 상담이 이루어지고, 젊은 제
다이를 위한 포스 아카데미(The Force Academy)와 워킹 데드(Walking Dead) 테마 코
스프레 게임 등 캐릭터와 연계한 흥미로운 행사를 진행

[그림 Ⅲ-8-1] 2017년 MCM 코믹콘 런던의 화제가 된 Comic Village

9.2. 만화 페스티벌 

○ 국제 만화 엑스포(International Comic Expo)는 코믹스 중심의 행사로서, 만화가들이 참

여하는 패널, 인터뷰, 토론이 이어지고 코스프레, 원화 전시, 콘텐츠 거래 등을 진행

○ 버밍엄 만화 페스티벌(The Birmingham Comics Festival)은 도시 전역의 다양한 장소에

서 1개월 내내 영화 상영, 토크쇼, 어린이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

○ 카디프 독립 만화 엑스포(Cardiff Independent Comic Expo, CICE)는 독립적인 소규모 

만화를 위한 비영리 행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새로운 작가와 예술가, 그리고 유명인사부

터 인디 만화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게스트와 패널들이 모이는 기회를 제공  

○ Thoughtbubble은 리즈(Leeds) 전역에서 그래픽 노블, 슈퍼 히어로 만화, 애니메이션 및 

인디 타이틀을 '중요한 국가 및 국제 문화 예술 형식'으로 홍보하고 토론하는 이벤트로서, 

학술 대회, 마스터 클래스 및 관련 영화 상영 프로그램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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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절 프랑스 시장의 이해

1. 자국 만화의 전통

1.1. 만화를 보는 시각

○ 프랑스에서 만화는 ‘제9의 예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출판문화에서 주요 도서 장르의 하

나로 꼽히고 있음

Ÿ 프랑스에서도 한 때 검열이 존재했고, 교육자들이 만화 매체를 업신여기기도 했으나, ‘제
9의 예술’로 자리매김 한 이후 만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없음

○ 프랑스에서 만화는 주로 성인을 위한 문화 장르로 인정받고 있으며, 따라서 성인들의 관심

에 부합하여 사회적 이슈나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만화가 다수

1.2. 만화 유형

○ 프랑스-벨기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만화를 ‘방드 데시네(bande dessinee)’라고 하

며, 줄여서 ‘베데(B.D.)’라 부르기도 함

Ÿ 미국의 그래픽 노블이 미니멀리즘과 팝아트의 영향을 받아 그림체가 간결하고 강력하며 
색체의 경계가 뚜렷한 것에 비해 프랑스의 베데는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아 캐릭터의 형태
와 생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배경에 흡수되는 듯한 것이 특징

○ 방드 데시네의 출판 형태적 특성은 ‘48CC’로 요약되며, 특성상 ‘앨범(Album)’, 프랑

스어로 ‘알붐’이라 부름 

Ÿ 48CC는 48쪽의 컬러(Couleur), 하드커버(Couverture cartonnee)를 의미하며, 예술적 
표지에 양장본이기 때문에 소장용 구매도 많고 가격도 한화 1∼3만원으로 높은 편

○ 방드 데시네가 프랑스, 나아가 프랑코-벨쥐와 유럽을 대표하는 만화 양식이기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BD 외에 일본 망가와 미국계 코믹스, 그리고 비정형적 성격의 그래픽 노블이 

함께 소비되고 있음

구분 코믹스 망가 전통적 BD 아동용 BD 비전통적 BD 합계

2007
매출액 12 100 63 36 164 375

비중 3.2% 26.7% 16.8% 9.6% 43.7% 100%

2016
매출액 45 103 51 64 188 451

비중 10.0% 22.8% 11.3% 14.2% 41.7% 100%

<표 Ⅲ-9-1> 2007-2016 프랑스 만화 유형별 매출 비중 비교(단위: 백만 유로)

자료: GHK(2017.06)

1.3. 만화 독자 

○ 2016년 기준 프랑스 만화 시장에서 만화 독자는 약 84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프랑

스 인구의 15.5%에 해당함

Ÿ 전체 840만 명의 만화 독자 중 BD 독자는 약 670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망가 독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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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 명, 코믹스 독자는 약 90만 명으로 나타났음

○ 직업별로 보면 만화 구매자 중 지식 노동자 및 중간급 전문직 이상(CSP+)의 비중이 48%

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 독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 2016년에 전체 BD 독자 670만 명 중 52%

가 여성이었으며, 만화 독자들의 평균 나이는 40.7세

1.4. 선호/금기 장르 

○ 프랑스만화비평가협회(ACBD)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프랑스에서 출간된 

BD(망가, 코믹스 제외)의 장르별 비중을 보면 유머 모음집, 역사 시리즈, 어린이 만화를 3

대 장르로 꼽을 수 있음

Ÿ 2010년 이후로 보면 유머 모음집과 역사 시리즈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판타지 장르와 
스릴러 장르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아동용 BD 장르의 비중은 2배로 증가하였음

Ÿ 2016년 BD 판매량 기준 상위 20작품을 장르별로 보면, 유머 분야와 미술/종교/사회비판/
전쟁 등을 다룬 교양 장르가 많고, 아동용 만화도 이름을 올리고 있음

Ÿ 상위 20위에 청소년을 위한 판타지와 어드벤처 만화들도 다수 눈에 띄는데, 이는 청소년
들이 선호하는 일본 망가의 영향을 받은 트렌드로 분석되고 있음

1.5. 외국 만화 수용도

○ 일본과 미국에 주로 편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 만화 시장에서 외국 만화에 대한 수용

도는 높은 편

Ÿ 2016년에 프랑스어로 번역된 외국 만화 작품의 수는 총 2,251개였는데, 이 중 일본 작품
은 전체의 3분의 2(66.4%)에 달하는 1,494개였으며, 미국 작품이 24.5%를 차지

2. 망가의 영향력

2.1. 망가 확산 배경 

○ 1990년대 들어 일본의 망가와 애니메이션이 프랑스에 많이 소개되면 일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일본 망가의 다양성이 프랑스 만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음

○ 방드 데시네가 예술성을 추구하며 청년문화와 단절된 점도, 프랑스 청소년층이 일본 망가에 

열광하게 된 배경을 이룸

2.2. 망가 수입 현황

○ 2016 년 프랑스 만화 시장에서 일본 망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으로 약 23%, 신

간 발행종수 기준으로 약 40%에 해당함

Ÿ 일본의 망가 이외에 망가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및 유럽 작가들의 망가 작품 수는 2010년 
이후 1,500∼1,600개를 유지하며, 프랑스 시장에서 확실한 장르로 자리를 잡고 있음

Ÿ 프랑스 만화 출판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의 감소를 일본 망가 출판에 의존하여 대응하고 있
지만, 망가 소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40%에 육박하는 망가 의존도가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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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시장의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보기도 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프랑코-벨쥐 42.0% 42.5% 42.1% 39.4% 40.0% 39.0% 39.1%

망가 39.9% 39.6% 39.4% 40.6% 41.0% 40.4% 39.5%

코믹스 7.8% 7.9% 8.9% 10.5% 9.4% 10.7% 12.4%

그래픽 노블 10.3% 10.0% 9.5% 9.6% 9.6% 9.9% 9.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Ⅲ-9-2> 2010∼2016 프랑스 신간 만화의 유형별 비중 추이

자료: ACBD(2017.01)

2.3. 망가 독자

○ 2016년 기준 프랑스의 망가 독자는 약 180만 명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3.3%, 프랑스 만

화 독자의 21.4%로 추정됨

Ÿ 망가 독자들의 평균 나이는 33.8세로 조사되었고, 특히 망가 독자 중 15∼29세 연령의 사
람들 비중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2.4. 인기 망가 장르

○ 2016년 프랑스 내 망가 판매순위를 보면 히어로 액션과 판타지 및 호러 장르의 망가의 인

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행본 및 시리즈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한 ‘원펀치맨’은 원작이 웹툰이라는 점에서 웹툰

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도 기여하고 있음

3.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3.1. 모바일 인터넷 보급

○ OECD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현재 프랑스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인구 100명 

당 76.6명으로 최근 5년간 두 배 가량 증가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3.2. 모바일 기기 보급

○ 시장조사기관 Newzoo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현재 프랑스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5.3%

로 미국 및 주요 유럽 국가에 비해 추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편

3.3. 모바일 라이프와 스낵컬처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시간이 증가하며 가장 각광받고 있는 콘텐츠 분야는 

실시간 방송과 유튜브 등 동영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프랑스 영상 제작업체들은 미니토크쇼, 단막 다큐멘터리, 미니시리즈물 

등으로 콘텐츠 유형을 다양화해 모바일기기 버전으로 선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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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콘텐츠는 수출 효과도 낳고 있어 제작, 공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프랑

스의 스낵컬처는 모바일로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 하는 흐름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

○ 프랑스 인구 중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은 2017년 1월 현재 56%이며, 

이용자 수는 1년 새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4.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동향 

○ 유료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분야는 유료화가 적용되

고 있는 ‘신문/잡지’인데, 2016년에 처음으로 디지털 포맷으로 신문을 읽는 사람의 

비중이 종이로 신문을 읽는 사람의 수를 넘어섰음 

○ 신문의 유료화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상당히 변화시켰으며, 만화 등 

다른 분야의 유료화 모델이 적용되는 데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4. 출판만화 시장 현황

4.1. 출판만화 최근 동향 

1) 안정화 평가 속 과잉생산 우려 잔존

○ 2008년 이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도서 시장 내에서 만화시장은 잘 버티는 편이라는 평

가지만,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영화, 게임 등 타 여가거리와 경쟁이 치열해지며 쉽지 않은 

시기를 건너가고 있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간 만화 3,811 3,841 4,109 3,892 3,946 3,923 3,988

재발행 만화 980 1,058 1,069 880 1,058 960 964

삽화집 297 339 311 298 319 276 266

만화관련 에세이 77 89 76 89 87 96 87

합계 5,165 5,327 5,565 5,159 5,410 5,255 5,305

<표 Ⅲ-9-3> 2010∼2016 프랑스 연간 만화 발행종수 추이

자료: ACBD(2017.01)

2) 신인작가 입지 축소

○ 프랑스 만화계에서 과잉생산 우려는 주로 생산자쪽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만화 출간 증가 

이면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작가들, 특히 신인 작가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

3) 오리지널 원고 갤러리 증가

○ 파리를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은 만화 원고 전문 갤러리가 생겨나고 있으며, 독자의 향수를 

이용한 판매 다양화라는 평가와 만화 출판으로 인한 수입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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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방식의 만화 필요성

○ 출판사도 출판을 하며 적자가 발생하고, 작가들도 작업을 하며 적정한 수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형식의 만화, 또는 새로운 방식의 만화 유통이 필요함을 시사

5) 교육과 만화에 대한 논의

○ 만화의 독자를 늘리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에 만화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Ÿ 이런 논의가 프랑스 내 소위 학습만화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유보적이라는 평가

4.2. 출판만화 시장규모

○ 시장조사기관 GHK에 따르면 2016년 프랑스의 출판만화 시장 규모는 4억 5,100만 유로

(약 5억 1,700만 달러)로 전년도 4억 3,700만 유로에 비해 3.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코믹스 망가 전통적 BD 아동용 BD비전통적 BD 합계

41 95 49 62 190 437
2015

매출액

비중 9.4% 21.7% 11.2% 14.2% 43.5% 100%

2016
매출액 45 103 51 64 188 451

비중 10.0% 22.8% 11.3% 14.2% 41.7% 100%

연간 성장률 매출액 9.8% 8.4% 4.1% 3.2% -1.1% 3.2%

<표 Ⅲ-9-4> 2015-2016 프랑스 만화 유형별 매출 비중 비교(단위: 백만 유로)

자료: GHK(2017.06)

4.3. 주요 만화출판업체 

1) 출판사 현황 

○ 프랑스 만화비평가협회(ACBD)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BD를 출간한 출판사의 수

는 384개였는데, 이는 2015년의 368개에 비해 4.3% 증가한 것

2) 3대 출판 그룹

○ 2016년에도 ‘메디아 파르티시파시옹(M�dia-Participations)’, ‘델쿠르(Delcourt)’, 

‘글레나(Gl�nat)’의 강력한 3대 출판 그룹이 프랑스 출판만화 시장을 지배하였음

Ÿ 2016년 만화 출간 종수에서 3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34.2%였으며, 이는 2015년 
35.2%에서 소폭 하락한 것

Ÿ 3대 그룹별로 보면 메디아 파르티시파시옹이 746종(14.1%), 델쿠르가 652종(12.3%), 
글레나가 417종(7.9%)였음

3) 주요 망가 출판사

○ 주요 망가 출판사로는 글레나, 아쉬에트, 파니니, VIZ 메디아 유럽, 델쿠르 등 5개  그룹임

Ÿ 3대 그룹 중 메디아 파르티시파시옹은 망가를 거의 출간하지 않는 반면(2016년 4종), 델
쿠르는 ‘솔레일 망가(Soleil manga)' 브랜드를 통해 99종의 망가를, 글레나는 ’글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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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Gl�nat mangas)' 브랜드를 통해 145 종의 망가를 출간하였음

Ÿ 망가 전문출판사로는  ‘기온(Ki-oon)’과 '코믹(Komikku)’이 있는데, 2016년에 각각 
106종과 70종의 망가를 출간하였음

4.4. 주요 잡지

○ 잡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16년에 가판대에서 판매된 정기 간행물 중 

만화를 주로 담고 있는 것은 70종이었음

○ 가장 많은 잡지를 발행하는 출판사는 Panini France 그룹으로 22종의 잡지를 발행하고 있

는데, 발행 부수는 각각 16,000∼52,000부 정도로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임을 알 수 있음

○ 잡지 형태로 발매되는 미국의 수퍼히어로 코믹스와 함께 망가 전문 잡지들도 주로 가판대

에서 판매되고 있음

Ÿ 망가 전문 잡지는 애니메이션, 게임, 일본 문화를 함께 다루고 있으며, 대표적인 망가 잡지
로는 AnimeLand, Coyote Mag, The Drawing of manga, Draw manga, Inazuma, 
Manga Kids, Maniak! 등이 있고 2016년에 새로 Animax라는 잡지가 등장하였음

4.5. 출판만화 유통채널 

1) 출판만화 유통채널 현황 

○ 프랑스의 만화 서적 유통은 크게 서점, 대형문화공간, 인터넷, 대형마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대형문화공간의 비중이 서점보다 약간 높지만 매출 기준으로는 

서점의 비중이 약간 높음

○ 프랑스에서 인터넷을 통한 도서 구매 비중은 유통 채널 중 가장 낮게 나타나, 프랑스에서는 

만화 콘텐츠의 디지털 형태로 이용하는 것 이전에, 서적 구매 자체도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서점의 중요성

○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도서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프랑스에서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만화를 구매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서점이 도서 판매의 기능과 함께 지역 내 문화 교류 

공간의 역할을 하기 때문

3) 독립서점의 역할

○ 지역 내 문화 교류 공간으로서 서점의 역할은 작은 지역 단위일수록 더 강하며, 대형 서점

이나 대형문화공간보다는 독립서점들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Ÿ 현재 프랑스에는 약 3,500개의 독립서점이 있으며, 전체 서적 판매의 약 20%를 담당

○ 프랑스에는 독립서점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정부와 지역행정 단위 차

원의 지원과 함께 출판사들의 지원도 존재함

○ 출판사들이 독립서점을 지원하는 이유는 프랑스의 각 지역별로 개최되는 수천 개의 만화 

페스티벌과 연관이 있는데, 이들 지역 만화 페스티벌에 대한 만화책 공급을 인근 독립서점

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



198

4.6. 출판만화 지원 제도 및 정책

○ 프랑스의 출판만화 지원, 넓게 보아 출판산업 지원은 주로 ‘프랑스국립도서센터(CNL)’

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CNL은 1946년부터 프랑스 문학과 관련하여 작가, 출판사, 도서관 

, 서점, 페스티벌 등을 지원함

○ 지원정책의 핵심은 ‘다양한 사전 제작 지원’으로, 수입이나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 일정기간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프랑스 만화 경쟁력의 원천을 이

루고 있음

5. 디지털 만화 시장 현황

5.1. 디지털 만화를 보는 시각

1) 독자의 시각

○ 프랑스에서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 증가와 만화 콘텐츠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디지털 만화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독자들에게 디지털 만화 소비가 수용되기까지는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2) 출판사의 시각

○ 프랑스 출판사들은 최신 작품을 중심으로 상당히 디지털화를 이루어 디지털 만화 시대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으나, 아직 소비자 반응이 없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는 않음

3) 창작자들의 시각

○ 프랑스 만화가 여전히 물리적 책의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가들 역시 디지털 

만화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태이며, 신진 작가를 중심으로 개인 홍보를 위한 채널로 디지털 

만화를 고려하는 수준

5.2.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 

○ ACBD 보고서에 따르면, 만화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2016년 프랑

스 만화 시장에서 디지털 만화의 비중은 1%를 넘기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함

Ÿ ACBD의 의견에 따르면 2016년 프랑스 만화 시장 매출은 4억 5,100만 유로로 추정되기 
때문에, 디지털 만화 시장의 규모는 450만 유로 안팎이라는 것  

5.3. 디지털 만화 저해요인

○  독자들이 아직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출판사들의 적극적 홍보 부족하다는 요인 외에 

디지털 만화 시장 성장이 저조한 이유는 디지털 망가와 코믹스 라인업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다는 데 있음

○ 디지털 망가의 부족은 불법 번역 망가의 유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창작자와 

독자의 디지털 만화에 대한 인식을 좋지 않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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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만화 최근 동향

1) 대형 소매업체의 디지털 만화 시장 진입

○ 2016년에 대형 소매업체의 디지털 만화 시장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디지털 만화 시장

이 아직 맹아 상태이긴 하지만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이 모이고 있음을 시사

Ÿ ‘프낙(Fnac)’은 2016년 1월에 디지털 만화 플랫폼인 ‘이즈네오(Izneo)’의 지분 
50%를 인수하였는데, 도서, 음반,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 소매업체인 프낙이 디지
털 만화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2) SNS 확산에 따른 블로그 만화의 퇴조

○ SNS의 등장과 블로그의 퇴조에 따라 블로그를 통해 만화를 게재하고 출간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약화되고 있음

5.5. 주요 디지털 만화 플랫폼

1) 선두주자 이즈네오(IZNEO)

○ 만화출판사, 영화제작사 등을 보유한 프랑스 제1의 미디어 그룹 파르티시파시옹(Groupe 

media participation)이 설립한 이즈네오(Izneo)는 별다른 경쟁 플랫폼이 없는 가운데 업

계 선두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Ÿ 2016년 1월 프랑스 최대의 도서, 음반, 전자제품 판매회사인 Fnac이 자본의 50퍼센트를 

소유하는 투자자로 들어옴으로서 사세를 더욱 키워나가고 있음

2) 독립서점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퀀시티(Sequencity)

○ 2014년에 시작된 디지털 만화 플랫폼으로 109개 독립서점들과 제휴 모델을 특징으로 하

고 있음 하고 있음

Ÿ 시퀀시티의 특징은 만화 독립서점상들이 마치 자신의 서점에서 고객에서 큐레이션 하는 
것처럼 만화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와 추천의 말들을 사이트에 남겨 놓음

3) 블로그 만화 허브 블로그베데(Blogs.bd)

○ 프로 작가 혹은 아마추어 작가들이 자신들의 만화를 소개하기 위해 유운영하고 있는 블로

그 만화에 대한 정보를 모아 놓는 공간

Ÿ 블로그베데는 이들 블로그 만화의 허브 사이트로, 사이트에서 작가 항목을 클릭하면 작가 
블로그 사이트로 바로 이동해서 만화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임

6. 웹툰시장 현황

6.1. 웹툰을 보는 시각

1) 독자의 시각

○ 전통적인 BD의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형식의 만화이므로 호기심 혹은 어색함을 불러일으키

나, 일본 망가에 익숙한 여성 독자들 중심으로 먼저 웹툰을 수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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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프랑스 만화 시장에서 망가가 보편적으로 읽히고 있고, 웹툰의 그림 스타일이 BD보다는 
망가쪽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독자에게 한국 웹툰을 ‘코리안 망가’로 인식하
고 있음

○ 한편 델리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웹툰 독자들이 웹툰을 스낵컬처의 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2) 만화업계의 시각

○ 2016년 앙굴렘 만화축제에서 한국 웹툰을 주제로 기획전을 여는 등, 새로운 만화 형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프랑스 만화업계는 한국 웹툰을 ‘미래의 만화’  후보 중 하나로 바라

보고 있음

6.2. 웹툰 시장규모

○ 프랑스 웹툰 시장은 아직 맹아기이고 웹툰 플랫폼도 30여 작품만 제공하고 있는 델리툰

(Delitoon)이 유일하기 때문에 시장규모 추정은 무의미하나, 델리툰의 현황을 통해 성장 잠

재력 확인이 가능

Ÿ 델리툰측에 따르면 현재 이용자 수는 12만 명이며, 유료 전환율은 11%이고, 유료화에 거부
감이 별로 없어 ARPU(사용자당 평균 매출, Average Revenue Per User)는 약 9유로임

Ÿ 델리툰이 밝힌 데이터에서 주목할 것은 ARPU인데, 연간으로 환산하면 108유로가 되며, 
이는 서점에서 만화책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연간 구매비용인 59유로의 약 1.8배에 해당
하기 때문

6.3. 웹툰 시장 저해요인

○ 디지털 비즈니스의 특성 상 프랑스에서 웹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려면 규모 

있는 웹툰 플랫폼이 다수 등장해야 하는데, 작품 라인업이 적은 델리툰만으로는 한계

Ÿ 프랑스의 대형 미디어 그룹이나 출판그룹 등의 웹툰시장 진출 여부가 프랑스 웹툰시장 형
성의 강력한 초기 모멘텀이 될 것임

6.4.  웹툰 최근 동향

1) 이즈네오의 웹툰 시장 진출 계획

○ 2017년 1월 앙굴렘 만화축제 기간 동안 재담미디어는 이즈네오와 한국 웹툰 독점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Ÿ 재담미디어는 당초 2017년 7월 이즈네오에 한국관 개관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11월 현재 
오픈되지 않고 있으며, 작업이 진행 중이라 설명하고 있음

2) 네이버 프랑스 현지 스타트업 투자 확대

○ 네이버는 2017년 10월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디지털경제 장관이 설립한 스타트업 투자

펀드 코렐리아캐피탈에 1억 유로를 추가 출자한다로 발표하였음

○ 네이버의 이번 프랑스 투자계획에서 웹툰 관련 사업계획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프랑스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콘텐츠 사업이 전개될 가능성은 열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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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유일한 웹툰 플랫폼 델리툰(Delitoon)

○ 2011년 카스테르망의 편집자로 망가와 만화 등의 수입 출판경험이 있는 디디에 보르그가 

WSUMU SAS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웹툰 플랫폼 델리툰 서비스를 시작

Ÿ 2016년 1월부터 유료 플랫폼으로 전환하였으며, 2017년 들어 모바일 앱을 개편하였음

Ÿ 프랑스 작가 이브 발락의 웹툰 ‘라스트 맨(Last Man)'은 책과 TV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
어지며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프랑스 내에서 델리툰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

○ 한국 기업의 지분 투자 및 웹툰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술 제공을 계기로 한국식 웹툰 사업

모델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있음

7. 한국 출판만화 진출 현황

7.1. 수출 배경 및 성과

○ 한국 만화 프랑스 진출의 결정적 전환기는 2003년 앙굴렘 축제의 ‘한국 만화 특별전’으

로 한국 만화의 높은 수준을 유럽의 출판사들에게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음

○ 프랑스 만화계의 관심 표명에도 불구, 2003년 앙굴렘 축제 이후 한국의 대응 부실로 수출

이 순탄치는 못했으나, 일부 프랑스 출판사들의 적극적 움직임에 의해 한국 만화가 대거 프

랑스에 진입하였음

Ÿ 2006년 이후에는 ‘한국만화 특별전’에 소개되었던 대부분의 만화 수입은 물론 웹툰의 
출간물, 학습만화까지 다양한 한국 만화가 프랑스에 소개되었고, 카스테르만이 학산, 대원
의 모든 라인업을 취급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음

Ÿ 한국 만화가 프랑스와 유럽에서 코리안 망가가 아닌 ‘만화(Manhwa)'라는 브랜드 가치를 
얻게 된 것도 이 즈음임

○ 2006년을 전후에 한국 만화의 프랑스 진출이 정점을 찍기는 했지만, 사실 이 시기는 이미 

국내 출판만화 산업의 내적 토대가 약화되어 있던 시기였고 작품 창작 자체가 축소되어 수

출 역시 자연스럽게 퇴조를 맞이하게 되었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13.6% 14.6% 16.0% 16.7% 18.0% 18.0% 20.3% 20.8% 19.3% 23.1% 24.5%

일본 63.4% 66.6% 70.5% 69.4% 68.0% 68.8% 66.4% 65.7% 66.8% 66.3% 66.4%

한국 14.8% 7.5% 5.4% 5.7% 5.3% 4.2% 4.8% 3.6% 2.8% 0.9% 0.6%

<표 Ⅲ-9-5> 2006∼2016 프랑스 번역 외국 만화 중 미국, 한국, 일본의 비중 추이

자료: ACBD(2017.01)

○ 최근 수년 동안은 일부 만화가 ‘부켄 망가(Booken Manga)'라는 한국 만화 전문 출판사

에 의해 출판되고 있고, 자아성찰적 내용을 담은 소수의 작가주의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음

Ÿ 홍연식 작가의 ‘불편하고 행복하게’, ‘마당씨의 식탁’ 등이 소개되었고, 2016년 앙굴
렘 축제에서는 한국 작가 작품으로는 최초로 앙꼬의 ‘나쁜 친구’가 경쟁 부문에 노미네
이트 되어 '새로운 발견상(Prix Revelation)'을 수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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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요 수출 에이전시

1) 프랑스 에이전시

에이전시명 홈페이지 전화 팩스 담당자 이메일

The Picture Book 

Agency

www.thepicturebo

okagency.com
+33-(0)6/44-09-03-25 -

stephanie@thepicture

bookagency.com

2) 국내 에이전시

에이전시 명 주력 도서 분야 담당자 전화번호

더 에이전시 아동, 그림책, 학습만화
유정림 

실장
02-326-0228

오렌지 에이전시 아동, 그림책, 학습만화
박정연 

대표
031-262-8623

한 에이전시 그래픽노블, 만화, 아동만화, 그림책 등
한소원 

대표
070-7768-0382

울 리터러리 어린이 그림책, 그래픽 노블
김서우 

팀장
070-7649-4948

모모 에이전시 아동, 문학, 학습만화
한희진 

대표
010-9081-9865

북존 에이전시
학습만화, 한국미술사, 유아영어교재, 

아동

노태수 

대표
02-529-0943

캐럿코리아 에이전시 아동, 그림책, AR BOOK, 학습만화
백은영 

대표
02-338-3688

7.3. 주요 한국만화 출판사

○ 프랑스에서 한국만화 출판을 특화하여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출판사로는 ‘부켄 망가

(Booken Manga)'가 있음

Ÿ 부켄 망가가 펴낸 대표적 한국만화는 류금철 작가의 ‘떠돌이 용병 아레스(Ares 
Tomes)’로 2017년 10월에 13권과 14권이 출간되었음

Ÿ 그 외 현재 출간 중인 시리즈는 박진환-전극진의 ‘브레이커(The Breaker)', 윤재호-임
달영의 ’유령왕(Phantom King)'이 있음

Ÿ 완결된 시리즈로는 김영오의 ‘귀(mistletoe)’, 김환의 ‘영웅(Hero)', 홍동기의 ’몽크
(Monk!)', 류금철-이난수의 ‘무령(Muryong)', 김윤경-이청규의 ’핑(ping)', 홍기우-
이재훈의 ‘야뇌 백동수(The Swordsman)' 등이 있음

7.4. 불법복제 현황 및 대응

○ 출판만화를 디지털 형태로 소비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데다가, 최근 수년 새 번역 출간된 한

국 만화의 수가 거의 없어, 불법 복제 및 스캐닝에 대한 이슈는 거의 없는 편

Ÿ 무료 망가를 볼 수 있는 정보 포탈로는 스캔망가(Scan-manga.com)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곳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다운로드를 허용해 놓은 블로그 등으로 링크해 
들어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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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 웹툰 진출 현황

8.1. 진출 작품

○ 2017년 10월말 현재 델리툰에 연재되고 있는 한국 웹툰은 31개 작품인데, 이중 현지 작가 

이브 발락의 ‘라스트 맨’을 제외한 나머지 30개 작품이 한국의 웹툰임

Ÿ 델리툰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장르는 <드라마>로 18개 작품이 드라마 장르

○ 델리툰에 따르면, 드라마와 로맨스 장르가 선호되는 반면, 역사나 정치, 일상툰, 동양적 BL 

등은 프랑스에서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함

Ÿ 델리툰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디디에 보르그는 한국 웹툰이 너무 트렌디 해서 유행이 되는 
장르가 있으면 창작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다양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8.2. 웹툰 수출 프로세스

○ 출판만화 수출에서 수출처의 출판사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한국의 웹툰 플랫폼인데, 외국의 

웹툰 플랫폼이 보통 한국 웹툰 플랫폼을 모니터링 한 후 수입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 한국 

웹툰 플랫폼에 컨택을 하기 때문

8.3. 주요 수출 에이전시

○ 프랑스 웹툰 수출은 델리툰의 대주주인 키다리ENT를 매개로 한국 플랫폼과 델리툰의 파트

너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Ÿ 키다리ENT가 대주주로 있는 봄툰과 키다리ENT와 전략적 제휴 관계에 있는 탑툰의 작품
들을 중심으로 델리툰에서 수입할 작품을 선정하고 있음

8.4. 불법복제 현황 및 대응

○ 프랑스에서 웹툰의 불법복제는 프랑스어 불법번역보다도 영어권 웹툰 불법번역 사이트의 

영향을 받는 면이 큼

Ÿ 델리툰에 연재 중인 ‘독고’ 시리즈의 경우, 남성 독자를 중심으로 인기가 많았으나 유료
화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프랑스어 불법 번역 때문이 아니라 망가폭스 등을 통해 
영어로 불법번역 된 작품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임

Ÿ 델리툰은 불법 번역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연재가 시작된 작품을 중심, 
완결 이전 작품을 중심으로 소싱하여 서비스하는 전략을 펴고 있음

9. 만화 창작환경

9.1. 생산자 특성

1) 생산자 규모

○ ACBD에 따르면 2016년 유럽 내 프랑스어 만화 시장에서 만화로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은 

1,419명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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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입이 있는 만화가 1,446 1,487 1,510 1,492 1,411 1,399 1,419

수입이 있는 시나리오 작가 272 273 280 274 253 252 256

수입이 있는 여성 작가 176 183 188 184 170 173 182

<표 Ⅲ-9-6> 2010∼2016 유럽 내 프랑스어권의 수입이 있는 만화가 수 추이

자료: ACBD(2017.01)

2) 인구통계적 속성

○ 응답자 중 남성은 72%, 여성은 27%, 무응답은 1%였음

○ 연령대로 보면 10대가 1%, 20대가 22%, 30대가 33%, 40대가 30%로 40세 미만인 만화

가가 56%로 나타났음

9.2. 창작 환경

○ 프랑스 만화가들은 주로 집에서 창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72%가 집에서

만 작업을 한다고 응답

○ 프랑스 만화가들이 만화 창작에 전념하는 시간이 주당 40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36%였으며, 40∼50 시간이라는 응답과 30∼40시간 이라는 응답이 각각 22%와 20% 

○ 프랑스 만화가의 52%는 시나리오와 작화를 모두 직접 담당하며, 시나리오만 담당하는 창

작자의 비중은 16%, 그림만 담당하는 창작자의 비중은 28%였음

9.3. 수입원 및 소득 수준

1) 만화가 전업

○ 프랑스 만화가들 중 71%는 만화 창작 이외에 다른 직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만화 창작만으

로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2) 작품의 판매형태

○ 프랑스 만화가들의 기본적인 창작 활동은 단행본 발간, 즉 알붐(album) 창작인데, 응답자 

Ÿ 디지털 형태로 만화를 발간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5%가 전혀 없다
고 답해 아직까지 디지털 만화는 아직 초기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3) 작품의 홍보채널

○ 출간된 만화의 홍보 채널로는 ‘만화 페스티벌’과 ‘도서 축제’라는 응답이 65%와 43%

로 단연 높게 나타났음

Ÿ 창작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도구로는 페이스북(SNS)과 개인 블로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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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수준

○ 2014년 프랑스의 모든 직업적 만화가들의 연간 소득은 평균 25,489 유로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직업적 만화가의 53%가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36%는 빈곤선 이하임

을 의미함

○ 만화가 이외의 직업을 갖는 비중이 71%이다보니 수입의 유형도 다양한데, 저작권 수입(인

세)의 비중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월급 20%, 자영업 수입 14% 순이었음

5) 인세율

○ 프랑스 만화가들의 평균 인세율은 8.6%로 나타났으며, 최저 인세율은 1%, 최고 인세율은 

20%임

9.4. 창작 생태계 최근 동향

1) 만화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

○ 프랑스 만화시장이 과잉생산 상태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4%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아니라는 응답은 11%에 불과했음

○ 최근 수년간 만화가로서의 입지가 피폐해졌나는 질문에는 41%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그

렇지 않다는 응답은 30%였음

○ 향후 5년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는 66%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음

2) 여성 작가의 증가

○ EGBD의 조사에 의하면 만화가 중 남성은 72%, 여성은 27%였는데, 통상 프랑스 만화가 

중 약 12%가 여성이라고 언급해 왔던 것에 비해 여성 작가의 비중이 실제로는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남

10. IP 비즈니스 환경

10.1. IP 활용에 대한 인식

○ 지적재산권 중 ‘2차 저작물 작성권’의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는 IP 전환율 지수를 보면 

프랑스는 27.2%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10.2. 만화의 IP 전환 사례

1) 만화 IP의 영화 전환 사례 개요 

○ 프랑스 만화가들의 소득 수준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직업적 전망도 불투명한 것에 비해, 예

외적으로 성공을 누린다고 평가받는 소수의 만화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들의 작품이 

영화, TV 드라마, 비디오 게임 등의 원천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임

Ÿ 2016년에 프랑스에서 다른 미디어 형태로 변형이 이루어진 만화는 184개로 전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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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개에서 6작품이 늘었음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7 96 154 179 184 189 136 200 166 178 184

<표 Ⅲ-9-7> 2006-2016 프랑스 만화의 IP 전환 건수 추이

자료: ACBD(2017.01)

2) 만화 IP의 영화 전환 사례

○ 2016년에 프랑스에서는 5개의 만화가 영화로 제작되었음

3) 만화 IP의 모바일 동영상 전환 사례

○ 프랑스에서는 짧은 비디오 영상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며, 모바일용 단편 시리즈물 제작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2016년에 19개의 만화가 스마트폰용 단편 드라마로 제작되었음

10.3.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사례

○ 델리툰에 연재되고 있는 이브 발락의 웹툰 ‘라스트맨’은 원작을 활용한 2차 저작물 활용 

사업으로 프랑스 내에서 성공 사례를 창출

Ÿ 웹툰 라스트맨은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언어로 코믹북 형태로 출간되었으며, ‘라스트 파
이트’라는 비디오 게임으로 제작되었음

Ÿ 또한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으며 관련 음악도 작곡되었는데, 애니메이션 라스트맨은 
2016년 7월 프랑스4 TV에 방영되어 11시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Ÿ 애니메이션 라스트맨은 웹툰 내용과는 달리 조연 캐릭터의 프리퀄로 연출되어, 트랜스미디
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10.4. 주요 미디어믹스 플레이어

○  비방디(Vivendi) 그룹은 스마트폰 이용자를 겨냥한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된 콘텐츠를 주

로 제공하는 동영상 제작업체로 현재 프랑스 스낵컬처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 

Ÿ 비방디 그룹이 운영 중인 ‘스튜디오플러스(Studio+)’ 앱은 18∼35세 사이의 스마트폰 
이용 세대가 주 타깃으로 스릴러, 액션, 판타지 등 장르물은 물론 다큐멘터리, 코미디, 로
맨스까지 넓은 범위의 영상물을 제공하고 있음

11. 만화 팬덤 문화

11.1. 프랑스 만화 팬덤의 유형

1) 전통적 만화 페스티벌

○ 프랑스를 대표하는 만화 팬덤은 프랑스 전역의 각 지역 단위로 전개되는 ‘만화 페스티

벌’임

Ÿ 프랑스의 지역별 만화 페스티벌 정보 소개 사이트인 ‘오팔베데(http://opalebd.com/festivals)’
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에서는 수천 개의 만화 축제가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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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만화 페스티벌의 특징은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전문가 집단이 기획과 운영을 맡

는다는 점인데, 여기서 전문가 집단의 핵을 이루는 것이 지역의 독립서점과 거주 작가들임

2) 일본 망가의 팬덤 문화

○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망가가 전세계에 알려지고 인기를 얻게 되면서, 각 국가별로 일본 

망가와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일본 문화 팬덤 행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프

랑스도 예외가 아님

Ÿ 일본 망가 코스프레를 기본 행사로 일본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일본 전통 문화 등 다양
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팬들이 중심이 되어 나누는 행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현지인 주도
로 생겨났는데, 프랑스 파리에서는 ‘Japan Expo' 행사가 개최되었고, 벨기에에도 
’Japan Expo Belgeum' 행사가 개최되었음

11.2. 주요 만화 축제: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발

1) 기본 정보

○ 주관조직: 뇌비엠 아트 플러스(9eme art plus)

○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었던 프랑시스 그루와 장 마르디키앙, 그리고 만화학교의 클로드 몰리

테르나가 설립

○ 이탈리아의 루카 코믹스 게임 축제와 일본의 코미켓 축제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만화 

페스티벌 중 하나

○ 2000년 이래 고속 성장해 온 프랑스 만화시장의 발전상을 배경으로 전세계 20만 명의 관

람객이 찾는 유럽권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

○ 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은 크게 만화 출판사가 신간을 선보이는 도서전과 만화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전시회로 구성됨

2) 핵심성공요인

○ 앙굴렘에는 프랑스에서 파리를 제외하고 가장 큰 이미지 클러스터인 <마즐리스(Magelis)>

가 존재하며, 이것이 축제 성공의 배경으로 작용

Ÿ <마즐리스(Magelis)> 클러스터 내에는 앙굴렘축제조직위원회, 국립 만화문화 진흥기관인 
<국제만화이미지시티(CIBDI:la Cite internationale de la bande dessinee et de 
limage)>, 고등학교에서부터 박사 과정까지 다양한 만화학과 이론 및 실기 과정을 담고 
있는 아카데미, 기타 이미지 관련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해 있음

3) 최근 이슈

○ 뇌비엠 아트 플러스(9eme art plus)는 2016년 여름부터 ‘작가 작곡가 국가노조(SNAC: 

Syndicat National des Auteurs et des Compositeurs)’의 만화 분과 작가들과 협의를 

통해 참여 작가 처우에 대한 개선책과 그랑프리 선정과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 2018년 앙굴렘 축제에는 대형 망가 전시관이 운영될 예정인데, 이는 일본 망가를 통해 시

장을 확대하려는 프랑스 만화업계의 전략이 반영된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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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굴렘에서는 최근 일본 망가 이외에 중국 만화에 대한 소개 노력도 차츰 늘려가고 있음

11.3. 주요 망가 전시회: Japan Expo

1) 기본 정보

○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7월에 열리는 오덕 관련 행사. 파리뿐만이 아니라 남부와 중부 프랑

스에서도 따로 행사를 개최함

Ÿ 일본 아티스트와 동인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중고장터도 운영하는데, 참
가자 및 판매물품에 대해 제한이 없음

○ 초기에는 일본 문화만을 다루었고 이름에도 ‘재팬’이 들어가 있어 다른 나라의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프랑스 현지에서는 동양권 문물을 소개하는 컨벤션 행사로 자리매김

Ÿ 일본 망가-애니메이션-게임 등과 일본 문화가 행사의 소재지만, 초기에 일본 문화만 다
루던 것과는 달리 동양의 전반적인 국가 문화를 소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 
등도 아우르고 있고, 프랑스 만화 관련 소재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음

2) 최근 이슈

○ 재팬 엑스포의 한류 부스 역전 현상, 즉 한국 굿즈들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며 코리

아 엑스포의 속성을 일부 획득하고 있음

Ÿ 프랑스 내 한류 팬들의 증가로 인해 한국 아이돌 굿즈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현상과 한국 
부스 쏠림 현상으로 인해 한국 부스는 더욱 늘어나고, 일본 부스는 줄어드는 추세임

Ÿ EXO 등 한국 가수를 일본 가수로 오해받지 않을까 우려해 몇몇 부스에서 태극기를 내거
는 경우가 생기며, 이를 놓고 한-일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함

Ÿ 그러나 한국 역전 현상은 순전히 프랑스인들의 한류 요구와 이에 부응한 한국의 자발적 참
여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재팬 엑스포의 소재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 현지
인들에게는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고 있음

○ 재팬 엑스포는 프랑스 만화 독자들에게 웹툰 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프로모션 채널로 

활용되고 있음

Ÿ 델리툰의 운영자 디디에 보르그는 프랑스에서 웹툰이 일본 망가 독자층을 잠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프랑스 망가 팬덤의 중요한 행사인 재팬 엑스포를 주요한 웹툰 홍보 채널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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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절 이탈리아 시장의 이해

1. 자국 만화의 전통

1.1. 만화를 보는 시각

○ 초창기 이탈리아 만화는 상당 부분 미국 만화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온 것으로 알려짐

○ 이탈리아에서는 그 외 미국의 히어로물, 일본의 망가, 프랑스의 그래픽 노블 등이 독자들에

게 다수 소비되고 있음

○ 이탈리아는 인접 국가인 프랑스와 견줄 만큼 만화에 대한 역사가 깊고, 자부심도 상당하지

만 최근 들어 만화 산업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 

1.2. 만화 유형

○ 이탈리아의 출판만화 시장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연재만화'와 미국의 '히어로물', 일본의 '망

가', 그리고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그래픽 노블’ 등을 중심으로 형성

Ÿ 자국 출판만화와 관련해서는 세르지오 보넬리 에디토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히어로물은 파넬리(Paneli) 출판사가 큰 영향력을 발휘

Ÿ 그 외 이탈리아에도 작가주의 성향이 강한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 
계열의 만화가들이 다수 활동

Ÿ 1970년대 이후 유럽권으로 진출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으로 이탈리아 역시 일본 망가
가 다수 수입되고 있는 상황

○ 출판만화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방식은 흔히 Fumetti digitali(Digital 

Comics)라 불림

Ÿ Fumetti digitali는 PC나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만화로 종이로 출판된 만화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시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 

○ 한국의 웹툰과 비슷한 개념으로는 'Fumetto online(Web Comics)'이라 불리는 블로그 기

반의 연재만화가 있음

Ÿ 최근에는 그래픽 노블 계열의 작가들이 Fumetto online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온라인을 통해 작품을 공개하고 추후 종이책으로 출판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마케팅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

Ÿ 최근에는 최근 온라인 기반의 전문 만화출판사를 표방하며 세로 스크롤링 방식의 고품질 
만화를 제공하는 Wlider71) 및 Verticomics와 같은 사업자도 등장

1.3. 만화 독자 

○ 이탈리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많이 만화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짐 

Ÿ 이탈리아의 만화 전문매체 Mangaforever.net의 2016년 2월 보도에 따르면, 만화 소매유

71) 2017년 1월 출범한 Wilder는 기존 이탈리아 Futteti online과 달리 국내의 웹툰처럼 수직 스크롤에 최적화된 레이아웃의 만화를 제공하여 주

목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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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업체 31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고객의 비중이 25∼50% 사이라 답변한 만화 소매유
통업체는 19곳으로 조사  

○ 또한, 성인이 미성년보다 더욱 많이 만화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이탈리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거친 인구 비중이 높아 문맹률이 낮고, 이로 인해 만

화를 포함한 도서 소비계층의 취향이 다양하다는 분석 

○ 그러나 모바일 보급 이후, 인터넷, 동영상, 게임 등 새로운 엔터테인먼트들이 늘어나면서 젊

은층 독자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 

1.4. 선호/금기 장르 

1) 선호 장르 

○ 이탈리아에서는 서부극, 느와르, 스릴러, 공포, 유머 및 풍자, SF, 초능력 히어로 등 장르의 

만화가 인기를 견인하고 있음 

Ÿ 이탈리아 전 연령층에게 오랜 기간 인기를 구가한 만화 시리즈 ‘Tex Willer’ 서부극 장
르 만화의 대표적인 예

[그림 Ⅲ-10-1] 이탈리아 만화 Tex Willer의 예시

자료: Sergio Bonelli Editore(2017)

Ÿ SF, 초능력 히어로물 장르의 경우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과 일본 만화 유입 이후, 마
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음 

Ÿ 특히 미국의 만화출판사 Marvel 및 DC Comics에서 생산한 초능력 히어로물 시리즈가 번
역 출판되면서 젊은 독자층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

1.5. 외국 만화 수용도

○ 이탈리아 만화 독자들은 플로피(Floppy)72), 그래픽 노블, 트레이드 페이퍼백73) 미국 만화

에 대한 수용도가 자국 만화보다 높은 편 

○ 외국 만화 중 이탈리아 독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것은 일본의 망가인 것으로 분석됨

Ÿ Mangaforever.net에 따르면, 31개 소매 유통업체 중 65%가 일본 망가가 사업에서 ‘매

72) 짧은 분량의 정기 간행 형태의 미국 만화를 의미

73) 단행본 형태의 미국 만화를 의미. 주로 플로피 형태의 만화를 하나로 묶어 재발간 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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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하다고 답변

2. 망가의 영향력

2.1. 망가 수입 현황

○ 일본 망가는 출판 만화 시장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망가의 공급이 시

장 수요에 비해 과포화되어 있음을 인식

2.2. 인기 망가 장르

○ <One Peace>, <Bleach>, <Soul Eater> 등 일본 내에서 인기있는 망가가 이탈리아에서 

주로 인기를 구가

Ÿ 특히 애니메이션 버전이 존재하는 망가의 경우, 이탈리아 내에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음

3.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3.1. 모바일 인터넷 보급

○ OECD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기준 이탈리아의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은 인구 100

명 당 85.4명 수준 

3.2. 모바일 기기 보급

○ 시장조사기관 Newzoo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이탈리아는 전체 인구 5,980만 명 중

에서 65.8%에 달하는 3,932만 명이 스마트폰을 보유 

3.3. 모바일 라이프와 스낵컬처

○ 이탈리아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검색, 소셜 네트워크, 모바

일 메신저 등인 것으로 알려짐  

Ÿ 전체 인구 5,980만 명의 52%에 달하는 3,100만 명이 액티브 소셜 미디어 사용자라는 점
은 이탈리아의 스낵컬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기대하게 하는 대목    

3.4.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동향 

○ 이탈리아IT산업협회(Assinform)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탈리아의 디지털 

콘텐츠 및 광고 시장 규모는 102억 8,820만 유로(약 13조 4,000억 원)로 전망됨 

Ÿ 이탈리아IT산업협회는 자국의 디지털 콘텐츠 및 광고시장이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보
이며 2019년까지 116억 7,300유로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

Ÿ 2016년 e커머스를 이용하여 무언가를 구매해 본 이탈리아 사용자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46% 수준으로 아직 온라인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문화가 덜 성숙해 있다는 평가 

Ÿ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하여 무언가를 구매해 본 사람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23%로 역시 
아직 미성숙하다는 평가  



212

4. 출판만화 시장 현황

4.1. 출판만화 최근 동향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6 만화백서』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출판만화의 80%가 

신문가판대에서 판매

Ÿ 이탈리아에서 신문가판대는 ‘디콜레(edicole)’라 불리며 신문, 잡지, 만화 등의 주요 유
통채널로서 역할  

Ÿ 이탈리아에는 2016년을 기준하여 전국적으로 가판대가 3만 여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3,600여 개 수준인 서점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수치 

Ÿ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 이후 종이신문에 대한 인기가 급감하면서 신문가판대 역시 점차 줄
어드는 추세 

○ Sergio Bonelli Editore, Panini Comics, RW edizioni, Star Comics 등 출판사가 이탈리

아의 출판만화 시장을 오랫동안 주도해왔지만 최근 들어 매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짐  

4.2. 출판만화 시장규모 추이

○ 현지 언론매체에서는 2016년 기준 이탈리아의 출판만화 시장이 전 세계에서 일본, 미국, 

프랑스 다음으로 큰 규모라고 주장

Ÿ 이탈리아 언론매체 La Repubbilca의 2016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출판만화 
시장은 2016년을 기준으로 2억 유로 규모(약 2억 3,5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일본,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시장을 형성 

Ÿ 한편, 이 같은 주장은 밀라노 카톨릭 대학(Catholic University of Milan) 소속 교수이자 
이탈리아 만화 분야의 유명 매체 Fumettologica의 편집장 마테오 스테파넬리(Matteo 
Stefanelli)의 추정에 기반함

4.3. 잡지와 단행본 발간 종수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6 만화백서』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015년 기준 약 

3,600여 종의 오프라인 만화와 코믹잡지가 출판 

Ÿ 한편, 이탈리아출판협회(AIE)는 2013년 ‘그래픽 노블’과 관련한 최초의 보고서를 출간
한 바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자국에서 발간된 그래픽 노블의 타이틀 
수가 1,722개이며, 이는 전체 출판도서에서 2.6%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힘

4.4. 주요 만화출판 업체 

1) Sergio Bonelli Editore

○ 1940년에 창립한 Sergio Bonelli Editore는 이탈리아 최대 만화출판사로 장기간 인기를 

끌어온 만화 시리즈 <Tex Willer>, <Zagor>, <Dylon Dog> 등을 보유 

Ÿ 최근 Sergio Bonelli Editore는 판매 실적을 반등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으
며, 그 일환으로 자체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2017년 11월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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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그 외 Sergio Bonelli Editore는 이탈리아의 영화 전문 채널 Sky Cinema와 영화제
작사  Lock&Valentine 등과 협력하여 자사의 출판만화 IP를 활용한 영화 
<Monolith>를 제작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 

2) Panini Comics

○ 이탈리아 기반의 만화출판사 Panini Comics는 주로 미국의 Marvel, Dark Horse Comics 

등의 만화를 수입·번역하여 유통하는 업체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프랑스, 독일, 헝

가리, 멕시코, 스페인 등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

Ÿ 2013년에는 이탈리아에서 Disney 만화를 유통해온 Topolino를 인수하였으며, 독일과 브
라질에서 DC Comics에 대한 판권을 소유 

Ÿ Panini Comics는 'Planet Manga‘라는 별도의 레이블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
본 망가를 수입·번역하여 유통

3) Star Comics 

○ 1987년 등장한 Star Comics는 당시 미국의 Marvel Comics 만화를 이탈리아에 수입·번

역하여 유통하는 방식으로 성장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 망가를 주로 수입 

Ÿ <드래곤볼>을 필두로 <원피스>, <샤먼킹>, <명탐정 코난>, <죠죠의 기묘한 모험> <루팡 
3세> 등 일본의 인기 망가를 이탈리아에 소개

4.5. 출판만화 유통채널 

○ 이탈리아 출판만화의 주요 유통채널은 ‘신문가판대(edicole)’, ‘만화전문서점

(Fumetteria)’, ‘출판사 직영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이 있음

Ÿ 신문가판대는 이탈리아에서 유통되는 출판만화책의 80%를 담당하는 채널로 알려져 있으
며, 주로 이탈리아 자국의 연재만화와 미국, 일본 등에서 수입된 만화를 유통 

Ÿ 만화전문서점은 주로 그래픽 노블이나 아동용 만화의 유통을 담당해왔지만, 최근 신문가판
대들이 수익 악화로 폐쇄되면서 만화전문서점에서의 연재만화 및 만화잡지 유통이 늘어나
고 있는 추세 

5. 디지털 만화 시장 현황

5.1. 디지털 만화를 보는 시각 

○ 이탈리아의 만화 독자는 여전히 출판만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에는 주요 출판사

들이 출판만화를 디지털화하여 판매를 시도

○ 아직까지 출판만화와 비교하여 디지털 만화가 주는 명확한 인센티브가 없어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 

5.2.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 

○ 이탈리아의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900만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12.4%

씩 성장하여 2020년 경 1,600만 달러에 도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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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20 

CAGE

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9 11 13 14 16 16 12.4

<표 Ⅲ-10-1> 이탈리아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 추이

자료: PwC(2016)

5.3. 디지털 만화 지체/성장 요인

1) 지체 요인 

○ 디지털 만화와 출판만화의 소비자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독자층 입장에서는 

소장할 수 있는 출판만화를 더욱 선호할 수밖에 없음

○ 디지털 만화가 대부분 기존 출판만화를 스캔하거나, 혹은 출판을 염두에 두어 출판만화의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탓에 모바일 단말에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문제도 존재 

2) 성장 요인

○ 이탈리아 출판만화 시장을 주도하는 Sergio Bonelli Editore, Panini Comics 등 2개 업체

가 최근 수익 다각화를 목표로 디지털 만화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은 향후 해당 시장의 활성

화를 예상하게 만드는 대목 

Ÿ 무엇보다 이탈리아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보급률이 높아 디지털 만화의 잠재 고객층이 
다수 포진해 있다는 분석   

5.4. 주요 디지털 만화 유통 플랫폼 

○ 이탈리아의 주요 디지털 만화 유통 플랫폼으로는 아마존 킨들(Amazon Kindle), 애플 아이

북스(Apple iBooks), 구글 플레이(Google Play) 등이 있음 

○ 한편, 태생적으로 디지털 만화 플랫폼을 표방하며 등장한 사업들로는 Verticomics, 

Novelcomix 등이 있음

Ÿ Verticomics는 기존 출판만화를 디지털화시킨 버전의 만화와 함께, 자체 출판하는 디지털 
만화를 콘텐츠로 보유

Ÿ 그 외 아마추어나 신진 만화가들이 생산한 디지털 만화를 유통하는 플랫폼으로는 
Novelcomix가 존재

6. 웹툰시장 현황

6.1. 웹툰시장 최신 동향 

○ 이탈리아의 웹툰은 주로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블로그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기반을 두어 생

산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그래픽 노블의 종인 출판에 앞서 그 흥행성을 가늠하기 위한 포맷

으로도 활용 

Ÿ Zerocalcare라는 예명을 쓰는 이탈리아 만화가 Michele Rech가 2011년 자신의 개인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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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를 통해 자서전 성격의 웹툰을 공개했는데, 이것이 이탈리아 만화팬들에게 큰 인기를 
구가

Ÿ Zerocalcare 의 성공을 뒤따라 아마추어 작가들이 블로그를 통해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아예 만화 연재에 최적화된 블로그 공간을 제공하는 호스팅 업체들이 호황 

○ 한편, 2017년 1월에는 국내 웹툰과 유사하게 세로 스크롤링을 통해 읽을 수 있는 만화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Wilder도 등장

6.2. 주요 웹툰 플랫폼 

○ 블로그 호스팅 형태로 웹툰을 퍼블리싱 하는 플랫폼은 Webcomic.it이 있음

Ÿ Webcomics.it은 아마추어 작가에게 웹툰을 게시할 수 있는 블로그 공간을 제공하고, 각 
블로그를 인기(팔로우) 기준으로 큐레이션 하는 서비스 제공

○ 2017년 1월 출범한 Wlider는 국내 웹 포털에서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웹툰 서비스 

Ÿ 2017년 10월 기준 비즈니스 초기 단계인 Wilder는 총 4종의 웹툰만을 출판한 상황이며, 
광고나 과금 등 특별한 수익 모델은 보이지 않음 

7. 한국 출판만화 진출 현황

7.1. 진출 사례

○ 이탈리아에 진출한 한국 만화의 대표 사례로는 강풀의 <바보>, 임달영·김광현의 <불꽃의 

인페르노>, 이소영의 <아르카나>, 김영오의 <폭주배달부 반야> 등 80여 종 이상 조사됨

○ 하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한 출판만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Ÿ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탈리아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 출판만화가 고유한 특색이 없고, 
일본 망가를 모방했을 뿐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하였음

7.2. 주요 출판사

○ 한국 출판만화를 이탈리아에 유통한 업체 상당수는 일본 망가를 주로 수입해 온 업체들이

며, 상대적 열세에 있는 중소형 만화출판사인 것으로 분석 

Ÿ 대표적인 예로는 일본 망가 전문 수입업체 J Pop과 Star Comics 등이 있음

8. 한국 웹툰 진출 현황

○ 한국 웹툰이 이탈리아에 직접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라인의 웹툰 플랫

폼을 통해 사용자 참여 번역으로 일부 소개되고 있는 상황 

9. 만화 창작환경

9.1. 만화가에 대한 인식

○ 이탈리아에서 만화가는 ‘가난한 직업’이라는 인식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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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일반적인 이탈리아 만화가는 3,500유로(약 450만원)의 선인세를 받고 있음 

9.2. 수입원 및 소득수준

○ 대부분의 출판사는 관행에 따라 문학 성격의 작품에 대해 만화가에게 초판 인쇄물의 가격

을 페이지 당 100∼350달러, 일반 만화에 대해서는 35∼100달러 수준으로 계약

10. IP 비즈니스 환경

10.1. 만화 IP 활용에 대한 인식

○ 최근 이탈리아 만화업계는 출판만화의 위기를 상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서 IP 

활용 방안을 인식 

Ÿ 과거에는 자국의 인기 IP 활용에 있어 방관적 태도를 보여 왔으며, 이에 따라 중요 
IP 일부를 외국 자본에 헐값으로 넘겨줌

10.2. 만화의 영상화 사례

○ 최근 Sergio Bonelli Editore는 만화의 영상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2016년 자사의 만화 <Monolith>의 IP를 활용한 영화 제작에 직접 투자한 바 있음  

11. 만화 팬덤 문화 

11.1. 주요 오프라인 행사/축제

○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만화 행사로는 ‘Lucca Comics & Games’ 가 있음

Ÿ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개최되는 행사로서 이탈리아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전시하는 행사 

Ÿ 2016년 기준 Lucca Comics & Games의 방문자는 5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됨 

○ 그 외 Bgeek Festa, Napoli Comicon, Romics 등이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만화 축제 

11.2. 망가/웹툰 온라인 커뮤니티

○ Mangaforever.net

Ÿ 주로 일본 망가를 이탈리아에 소개하는 매체 

○ Tex Willer forum

Ÿ 이탈리아의 유명 만화 시리즈 Tex Willer의 팬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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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절 독일 시장의 이해 

1. 자국만화의 전통

1.1. 만화를 보는 시각 

○ 독일의 만화 시장은 뚜렷한 자국 만화 전통이 없다가, 2천 년대 들어서 본격적인 형성 조짐

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 만화출판사들 스스로 ‘독일은 만화산업에 관한 한 개발도상국’이

라 표현하고 있음

○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만화 시장은 ‘미키 마우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60년대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미국의 수퍼히어로물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였음

○ 80년대 중반부터 만화 시장이 아동 및 청소년 중심에서 어른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독일에

서도 만화 문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갓 피어난 독일만화시장을 위

기에 처하게 만들었음

Ÿ 그러자 막 형성된 만화시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던 출판사들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외국 작품의 판권 획득에 열을 올리게 되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만화 수요가 급증한 것
은 아니어서, 결국 만화출판사들이 도산하고 시장이 와해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음

○ 독일의 만화 시장 위기는 90년대 후반부터 일본 만화의 성공적 유입을 통해 해소되었으며, 

현재까지 독일 만화가 일본 망가의 스타일을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Ÿ 90년대 말 Carlsen, Ehapa, Alpha 등 대규모 출판사들이 일본 만화를 독일 만화 시장에 
소개하며 망가 붐을 불러일으켰음

○ 2010년대 들어 독일 만화 시장은 과거 80년대 중반을 연상시킬 정도로 창작과 유통이 다

시 재개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1.2. 만화의 유형

○ 독일은 90년대까지는 프랑스 BD의 영향을, 이후 90년대부터는 일본 망가의 영향을 받았으

며 자국 특유의 만화 전통 확립 시도는 있었으나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음

Ÿ 독일 주요 출판사의 수입 만화 출판 비중은 75%에 이를 정도로 독일 만화 시장에서 외국 
만화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

Ÿ 90년대 이후 일본 망가가 독일 만화시장의 70% 이상을 상회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독일 
만화의 기본적인 유형은 망가 스타일이 차지하게 되었음

1.3. 만화 독자

○ 독일 만화의 독자는 그래픽 노블 독자와 망가 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만화 유형의 성

격만큼 독자층도 구분이 됨

Ÿ 그래픽 노블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발간되는데, 거의 대부분 남성 독자를 상정하고 있음

Ÿ 반면, 망가의 독자는 10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주를 이루며, 성별로는 여성 독자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독일 출판계에서는 독일 망가 독자의 최소 60% 이상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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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호 및 금기 장르

○ 10대 여성들의 주 선호 장르는 소녀 망가이지만, 한해 망가가 1천여 권 이상 수입 출판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장르 편중 보다는 장르적 다양성이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음

Ÿ 여성 소녀 독자층이 선호하는 망가 장르가 가장 선호되는 장르로 볼 수 있는데, 독일 만화
업계에서는 BL(Boys Love) 장르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수
입 출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만화는 아니지만 방송 프로그램 선호도를 볼 때 범죄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참고할 만 함

○ 독일 표현의 자유 허용 폭이 넓기 때문에 표현상의 제약은 없으나, 유일하게 ‘홀로코스트

(Holocaust)를 주제로 다루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함

1.5. 외국만화 수용도

○ 독일의 만화는 끊임없이 외국 만화의 영향력 속에 시장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외국만화

에 대한 수용되는 매우 높은 편이며, 망가 수입 열풍 속에 한국 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도 있었음

2. 망가의 영향력

2.1. 망가 확산 배경

○ 독일의 망가 붐은 여성 만화가 나오코 다케우치의 ‘세일러문’ 시리즈가 수입되며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10대 소녀 망가 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음

○ 전통적인 만화 독자와 망가 독자 사이에 속성이 다르다는 점은 망가의 수입이 기존 만화시

장을 잠식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망가 수입을 더욱 촉진하

는 이유가 되었음

2.2. 망가 수입 현황

○ ‘독일 출판사 및 유통사 협회(Buch and Buchhandel in Zahlen)’ 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독일에서 출판된 만화, 카툰, 캐리커처 분야 도서의 수는 1,882권이었으며, 이중 

번역 출간된 종수는 1,408권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함

Ÿ 번역된 만화의 국가별 통계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독일 만화업계에서 망가가 차지
하는 비중을 70%로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독일에 번역 수입된 망가의 종수는 
1,300권 이상으로 추정이 가능함

2.3. 망가의 독자

○ 9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독일 망가의 여성 중심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차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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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기 망가 장르

○ 독일 최대 만화출판사인 칼젠의 베스트셀러 리스트는, 독일에서는 소녀 망가 장르와 소년 

액션히어로 장르 중심으로 망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

Ÿ 칼젠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는 13개 작품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중 8개 작품이 소
녀 망가로 분류될 수 있음

3.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3.1. 모바일 인터넷 보급 현황

○ OECD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현재 독일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인구 100명 

당 73.8명으로 최근 5년간 2.5배가량 증가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모바일 인터넷 이용 경험은 4G 서비스 확산과 맞물려 고도화되고 있으나, 발표되는 지표와 

달리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아직 2G/3G로 전환되는 곳이 많다는 평을 받고 있음

3.2. 모바일 기기 보급 현황

○ 시장조사기관 Newzoo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현재 독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8.8%로 

미국 및 한국 등에 비교해 보면 추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편

○ 보급률은 높은 편이지만, 독일의 스마트폰 구매 관행상 최신 사양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데

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 상

3.3.  모바일 라이프와 스낵컬처

¡ 모바일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용하는 앱의 수도 부족하다는 점은 모바일 기반의 

스낵컬처 확산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독일 인구 중 SNS(소셜네트워

크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에서도은 2017년 1월 현재 41%로 유럽 내 최하위 수준임

3.4.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동향

○ 2016년에 독일의 16∼64세 인구 중에서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해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6%로 아직 성장의 여지가 많음

○ 유료로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게임이라는 

응답이 54.3%로 가장 높았으며, e-북이라는 응답은 26.2%였음

4. 출판만화 시장 현황

4.1. 출판만화 최근 동향

1)  외국만화 의존 속 독일만화 생산 시작

○ 2012년경까지만 해도 독일 만화시장은 일본, 프랑스와 벨기에, 미국에서 수입한 만화들이 



 

220

95%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독일 만화가들의 작품 비중이 차츰 늘어나며 다시 

한 번 자국 만화 산업의 형성기를 겪고 있음

Ÿ 2000년대에는 매달 약 20개 정도의 독일 만화가 선보였다면, 최근 수년 동안은 매울 40
∼50개의 독일 만화가 출시되고 있음

○ 독일 만화가들의 약진이라는 관점에서 2016년 이후의 몇 년 간은 훗날 독일 만화 역사에

서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됨

Ÿ 에를랑겐에서 개최된 2016 국제 코믹 살롱 기간 동안 개최된 권위 있는 ‘막스 앤 모리츠 
상(Max and Moritz Prize)’에 노미네이트된 24개 작품의 목록은 독일 만화산업이 터닝 
포인트에 다다랐음을 잘 보여주었음

2)  여성 작가 비중 확대

○ 독일 작가의 활동 폭이 늘어남과 동시에 여성 작가들의 영향력도 커지며, 만화가 여성들의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Ÿ 2016년 막스 앤 모리츠 상에 후보로 오른 24개 작품 중 3분의 1이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었으며, 여성 작가 작품의 비중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

3) 온라인 퍼블리싱

○ 독일 만화에 대한 관심은 온라인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발현되

는 독일 만화가들의 역량을 적극 포섭하기 위한 시도로 보임

4.2. 출판만화 시장규모

○ ‘독일 출판사 및 유통사 협회(Buch and Buchhandel in Zahlen)’에 따르면 2016년 독

일의 도서출판 시장은 92억 7,600만 유로였으며, 이중 만화/카툰/유머/풍자 분야가 차지하

는 비중은 약 2.3%이므로 만화시장 규모는 약 2억 1,335만 유로로 추정됨

Ÿ 만화시장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만화 출간 종수는 2015년 2,581
권에서 2016년 1,882권으로 약 27% 감소하였음

4.3. 주요 만화출판업체

○ 독일 만화시장에서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만화에 주력하는 전문 출판사들이 있는가 하면， 

망가 붐을 따라 새로이 생겨나는 군소 출판사들도 있고， 또 그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금방 

사라져 가는 출판사들도 많음

Ÿ 현재 독일만화 출판계의 3대 출판사는 칼젠， 에하파， 파니니로 볼 수 있는데, 세 출판사 
모두 모회사의 시작은 독일이 아닌 외국으로 칼젠과 에하파는 덴마크 기업이며, 파니니는 
이탈리아 기업임

Ÿ 오늘날 독일 출판만화 시장은 이 세 출판사에 도쿄팝(Tokyopop)을 더한 4개 기업에 의
해 분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 칼젠

○ 만화 출판은 ‘Carlsen Comics’가 주관하며， 10여 년 전부터는 망가 출판에 주력하고 

있고, 망가 전문 잡지 ‘Banzai'와 ’Daisuki'를 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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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997년 일본 망가 ‘드래곤볼’을 처음으로 일본식으로 출간하였으며， 이 만화로 망가 
붐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었음

2)  에그몬트 에하파

○ 에그몬트 에하파는 독일 만화시장 초창기에 디즈니 만화를 들여옴으로써, 또한 90년대에는 

세일러문을 소개함으로써 독일 만화시장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는데 결정적 계기

를 마련한 출판사임

Ÿ 에하파에 대단한 상업적 성공을 가져다준 망가는 1997년의 『세일러문』으로, 이를 통해 
EMA는 본격적인 망가 출판사가 되었음

3) 파니니

○ 파니니는 마블과 DC 코믹스 등 미국의 슈퍼히어로물 코믹스에 대한 판권을 보유함으로써 

독일 만화시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화 전문 출판사임

Ÿ 이 출판사에서 만화사업은 이탈리아의 모회사가 마블(Marvel-Entertainment) 에 매각
된 후인 9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는데, ‘Spider-Man’, ‘X-Men’, ‘Hulk' 등의 소유
권은 가지고 있던 마블은 국제적 사업 성공을 위해 판권을 자회사에 넘겨주었음

Ÿ 이 판권 양도를 통해 독일에서도 마블의 슈퍼히어로 영웅 시리즈가 출판되었고, 그 이후 
시리즈도 계속 나올 수 있게 되었음

Ÿ 그러나 파니니의 대성공은 프로그램의 확장， 즉 미국 이미지( Image) 출판사의 시리즈
와 망가 시리즈의 판권을 넘겨받음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이에 더해 마블과 경쟁관계에 있
던 DC 코믹스의 배트맨, 슈퍼맨, 플래쉬 등의 판권도 취득하게 되었음

Ÿ 한편 파니니는 한 때 ‘Planet Manhwa’라는 브랜드도 운영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한
국 작가들의 만화가 출판한 바 있음

4) 도쿄팝

○ 도쿄팝은 독일 시장 진출과 더불어 독일 망가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현재

는 일본의 망가 외에 독일 작가들의 망가를 함께 출판하고 있음 

Ÿ 국제적으로 히트한 망가 외에도 일군의 독일 망가 작가들의 작품도 출판하고 있음

4.4. 만화잡지

¡ 독일의 만화잡지 시장은 80년대 만화 붐을 타고 잠시 성황을 이루었다가 이후 시장 

혼란을 거치며 축소와 통폐합, 인수의 과정을 거치며 현재는 3대 만화출판사의 잡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Ÿ ‘Feest Comics'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던 페스트 출판사는 만화잡지 'Comic 
Spiegel’을 발행하였는데, 1991년 Feest Comics가 에하파로 매각되며 잡지 역시 에하
파로 옮겨 발행되고 있음

Ÿ 칼젠 코믹스는 망가 잡지 ‘Banzai'와 'Daisuki'를 발간하고 있음

Ÿ Comicplus+ 출판사는 1987년부터 2001년까지 잡지 ‘RRAAH!'를 발간하며 당시 독일 
만화계를 이끌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공간을 옮겨 독일의 만화 정보 사이트 
www.comic.de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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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출판만화 유통채널

○ 독일에서는 예전부터 만화가 주로 가판대(Kiosk), 잡지 및 담배 매점 또는 역전에 자리하

고 있는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큰 서점에서도 만화 상품 팔

레트를 확대하는 추세임

Ÿ 망가 및 한국 만화는 잡지 및 담배를 판매하는 매점 또는 서점의 만화 코너에서 주로 판매
되고 있음

Ÿ 이외에 70년대 초 만화애호가들로 인해 하나 둘 생겨난 만화전문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만화 애호가 및 수집가들이 주로 찾는 Asterix, Gaston 등 전통 만화들이 판매됨

○ 주로 대규모 출판사들은 중간 도매상을 통해 만화를 서점, 만화전문점 또는 잡지판매소 등 

소규모 매점에 공급하고 있음

5. 디지털 만화 시장 현황

5.1. 디지털 만화를 보는 시각

1) 독자의 시각

○ 독일의 독자들은 여전히 오브제를 손에 쥐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IP를 보유한 출판사들

도 디지털 만화에 대한 준비와는 별개로 아직 홍보는 소극적인 상태여서, 디지털 만화의 저

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있음

2) 출판사의 시각

○ 에그몬트 에하파나 칼젠 같은 대표적 출판사들도 아직은 디지털 만화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데, 소비자들의 수요가 매우 낮기 때문이란 것을 이유로 들고 있음

Ÿ 출판사들은 수년 전만 해도 디지털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압박과 두려움이 있었으나, 시
장이 생각보다 디지털 만화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 단, 출판사들은 디지털 만화는 새로운 창작자들을 소싱하는 창구로서는 적극적으로 주시

3) 창작자들의 시각

○ 독자들이 여전히 물리적 책의 형태를 선호하고 있고, 수익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에 작가들 

역시 디지털 만화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태이며, 신진 작가를 중심으로 개인 홍보를 위한 

채널로 디지털 만화를 고려하는 수준임

5.2.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 

○ 독일의 디지털 만화시장이 아직 형성되어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디지털 만화의 비중이 1%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Ÿ 2016년 독일의 만화 시장 매출은 2억 1,335만 유로로 추정되기 때문에, 디지털 만화 시
장의 규모는 213만 유로 안팎이라는 것임

○ 디지털 만화책의 상업적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마블과 DC의 판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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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파니니의 사업 등으로 인해 디지털 만화는 독일 시장 내에서 지속적인 주시

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5.3. 디지털 만화 저해요인

1) 수익모델의 부재

○ 칼젠, 파니니, 에하파 등 주요 출판사들이 디지털 만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 것은 

아직 확실한 디지털 만화의 수익모델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했다가 출판만

화의 수익성마저 잠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임

Ÿ 출판만화는 평균 15 유로 내외에서 판매가 되는데 디지털로 판매할 경우 기대 수익은 5분
의 1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독자들의 요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수익을 잠식하
는 정책을 펼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임

2) 불법 또는 무료 온라인 망가 사이트

○ 불법 복제 사이트들의 존재 역시 출판사들이 디지털 만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

는 요인이 되고 있음

Ÿ 독일에서 주로 이용하는 불법 만화 사이트로는 <Florenfile.com>, <comicsdownload.net>, 
<comicsall.net>, <comicsall.co>  등이 있는데, 이들 사이트는 슈퍼히어로 코믹스와 유머 장
르의 그래픽 노블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들임

○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만화를 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어 사

이트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디지털 만화 시장의 형성에 일부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Ÿ 골든 에이지 출판사의 모든 만화 아카이브를 제공하는 곳으로 ‘코믹 북 플러스(Comic 
Book +)가 있는데, 등록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접속 코드를 받을 수 있음

[그림 Ⅲ-11-1] 합법적인 무료 만화 다운로드 사이트 Comic Book +

자료: Comic Book +

Ÿ 이들 사이트들은 영어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장벽이지만, 영어 리터러시가 있다면 무료
로 디지털 만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독일 디지털 만화 시장에는 수익
모델 정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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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만화 최근 동향

○ 만화를 디지털로 소비할 때 미디어가 되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이용 경험을 고

려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포맷은 새로운 양식의 만화를 구상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Ÿ 스마트폰에 적합한 새로운 포맷의 만화 구상 시도로는 '모션 코믹스(motion comics)'가 있는
데, 한 컷 한 컷이 자동적으로 넘어가며, 만화가 마치 애니메이션과도 같은 이야기로 진행됨

5.5. 주요 디지털 만화 플랫폼

1) 코믹솔로지(ComiXology)

○ 미국 슈퍼히어로 코믹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만화 플랫폼으로 2014년 아마

존에 의해 인수되었으며, 영어와 프랑스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Ÿ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 이미지 코믹스, 다크호스, IDW 등 미국의 유명 그래픽 노블 출판
사들 작품이 모두 제공되고 있음

Ÿ 코믹솔로지는 영어(미국), 영어(영국), 프랑스어(프랑스), 영어(EU)의 4가지 서브 도메인
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영어로 제공되는 코믹솔로지 EU의 경우 독일의 이용 비중이 
20.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매드 독 코믹스(Mad Dog Comics)

○ 코믹솔로지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한 스타트업의 서비스로 독일어로 된 만화를 제

공하며,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있고 구글 TV에서 이용이 가능함

3) 마블 언리미티드(Marvel Unlimited)

○ 마블과 파니니 코믹스가 제공하고 있는 다국어 디지털 만화 서비스로 영어 외에 독일어, 프

랑스어, 이탈리아어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가 최근 다국어 서비스는 일시 중지한 상태

6. 웹툰시장 현황

6.1. 웹툰을 보는 시각 

○ 만화가들은 웹코믹스를 실험적인 만화 포맷을 테스트해보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기도 함

Ÿ 기존 출판만화를 디지털로 단순히 옮기는 형태가 아니라, 디지털 네이티브 형식의 만화에 
대한 모색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크린을 제한된 공간이 아닌 무한한 연출 공간으로 보고 
페이지 단위가 아닌 스크롤 방식의 연출을 따르는 만화 창작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음

Ÿ 실제 웹툰 포맷의 새로운 만화를 시도하는 작가와 이를 후원하는 팬덤으로 운영되는 
‘WorlWorld Saga(웜월드 사가)’라는 사이트가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함

6.2. 웹툰 시장규모

○ 독일의 웹코믹스는 아직 개인 블로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

하기 어려우며, 웹코믹스의 목표가 만화책 출판에 있기 때문에 웹툰 시장의 규모 추정은 현 

단계에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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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웹툰 시장 저해요인

○ 전세계적으로 웹툰 시장의 초기 고객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독일은 웹툰이 확산될 수 있는 잠재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문화적 요인 및 인프라 요인이 아직 잠재력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음 

Ÿ 독일은 ‘마법 소녀 망가’ 장르가 인기를 얻고 있을 만큼 10대 여성을 중심으로 망가 문
화가 형성되고 있어 외견상 웹툰이 수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

Ÿ 그러나 아직 독일에서 만화를 접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고,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보급 
현황도 조금 더 진척되어야 하기 때문에 웹툰에 대한 의미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음

○ 웹툰 시장이 형성되려면 결국 규모 있는 웹툰 플랫폼이 다수 등장해야 하는데, 현재 독일 만화 

시장의 상태에서 웹툰 비즈니스에 투자를 할 사업자의 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6.4. 웹코믹스 사이트

○ 다니엘 리스케(Daniel Lieske)라는 개인이 팬덤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웜월드 사가

(The WormWorld Saga)’74)는 웹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독일에서 매우 진화된 

형태의 글로벌 웹툰 서비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Ÿ 웜월드 사가는 사이트 명이자 작품명인데, 만화는 그래픽 노블 양식이면서 웹툰의 연출 방
법인 세로 스크롤링을 따르고 있음

Ÿ 기간별 정기 연재 방식으로 총 50화에 걸쳐 연재가 될 예정인데, 현재 9화까지 제작되어 
서비스되고 있음

Ÿ 다니엘 리스케는 직접 스토리와 작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함께 팀을 이루고 있는 프로듀싱 
인력이 편집과 번역을 담당하고 있음

Ÿ 번역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의 4개 언어를 오피셜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의 경우 팬 번역 버전을 제공하고 있음

Ÿ 웹툰 외에 스페셜 버전이나 HD 컬렉션, 원화 추첨, 작가의 코멘트, 작업 스토리 등 부가 
콘텐츠는 다니엘 리스케의 작업을 후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림 Ⅲ-11-2] 팬 번역으로 한글 포함 24개국 언어로 서비스

자료: WormWorld Saga

74) http://wormworldsa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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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명 홈페이지 전화 팩스 담당자 이메일

Hercules 

Business & 

Culture GMBH

www.hercules-bo

ok.de

+49-6101- 

407921

+49-6101- 

407922

info@hercules-bo

ok.de

에이전시 명 주력 도서 분야 담당자 전화번호

더 에이전시 아동, 그림책, 학습만화 유정림 실장 02-326-0228

오렌지 에이전시 아동, 그림책, 학습만화 박정연 대표 031-262-8623

한 에이전시
그래픽노블, 만화, 아동만화, 

그림책 등
한소원 대표 070-7768-0382

울 리터러리
어린이 그림책, 

그래픽 노블
김서우 팀장 070-7649-4948

모모 에이전시 아동, 문학, 학습만화 한희진 대표 010-9081-9865

북존 에이전시
학습만화, 한국미술사, 

유아영어교재, 아동
노태수 대표 02-529-0943

캐럿코리아 에이전시
아동, 그림책, AR BOOK, 

학습만화
백은영 대표 02-338-3688

7. 한국 출판만화 진출 현황

7.1.  수출 배경 및 성과

○ 독일에 한국 만화를 알린 업체는 한국기업이 아니라 함부르크에 소재한 일본 멀티미디어 

기업인 Japan Online Inc.사의 지사 Tokyopop임

Ÿ 2005년 독일어 수출된 한국만화의 약 50%는 이상을 Tokyopop을 통해 수출되었으며, 
EMA와 Panini 등도 한국 만화 판권을 적극 확보하여 독일에 소개하였음

○ 망가를 매개로 소개되었지만 한국 만화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차별화에 성공했

고, 소녀 망가 팬 공략에 일본 망가보다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임

Ÿ 박유딧은 한국 만화와 일본 망가를 혼합한 독일 만화를 현지에서 선보이며, 독일 10대 여
성층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음

Ÿ 당시 독일의 많은 10대 소녀층이 Animexx 등 인터넷포럼을 통해 만화정보를 교환하고, 
Nicon 2007(Nippon Convention) 등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해 코스프레를 즐겼는데, 이
러한 흐름 형성에는 한국 만화도 일조를 하였음

○ 2006년을 전후에 한국 만화의 독일 진출이 정점을 찍기는 했지만, 사실 이 시기는 이미 국

내 출판만화 산업의 내적 토대가 약화되어 있던 시기였고 작품 창작 자체가 축소되면서 수

출 역시 자연스럽게 퇴조를 맞이하게 되었음

7.2. 주요 수출 에이전시

1) 독일 에이전시

2) 국내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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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불법복제 현황 및 대응

○ 출판만화를 디지털 형태로 소비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데다가, 최근 수년 새 번역 출간된 한

국 만화의 수가 거의 없어, 불법 복제 및 스캐닝에 대한 이슈는 거의 없는 편

8. 한국 웹툰 진출 현황

8.1. 진출 작품

○ 독일에 직접 진출한 한국 웹툰 플랫폼이 없고, 일본계 코미코 등의 진출도 아직 없어, 독일

어 번역을 통해 독일로 직접 수출된 웹툰 작품은 아직 없음

Ÿ 망가폭스에 독일어로 소개되고 있는 웹툰 작품은 대략 40여 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
분 독일어 이용자들은 영어 번역 버전을 이용하고 있음

8.2. 주요 수출 에이전시

○ 최근 들어 웹툰 플랫폼들이 연재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외 온라인 전송권을 일괄 양도받는 

경우가 많아 점차 에이전시의 역할은 축소되고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임

8.3. 불법복제 현황 및 대응

○ 독일에서 웹툰의 불법복제는 독일어 불법번역보다도 영어권 웹툰 불법번역 사이트의 영향

을 받는 면이 큼

Ÿ 불법 번역을 언어별로 구분하면 영어가 99% 이상 압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영어 리
터러시가 있는 사람은 자국 언어가 아니더라도 불법 번역된 웹툰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음

9. 만화 창작환경

9.1. 생산자 특성

○ 독일 도서 제작자 및 유통사 협회에 따르면 2016년에 출판된 독일 만화 작가의 만화 작품

은 약 400여 종이었는데, 이는 만화로 수입을 얻을 기회를 확보한 만화가가 최대 400여 명

에 불과함을 의미

9.2. 창작 환경  

○ 독일의 만화 창작 환경은 대부분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출판사들도 수입 만화 중심으

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 소속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편

○ 독일 출판사나 독일 만화산업계의 작가 양성 지원 프로그램이 부재한 가운데, 마블 등 미국 

스튜디오들이 독일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활동을 전개하기도 함

9.3. 수입원 및 소득 수준 

○ 독일 만화산업에서 만화가의 소득은 매우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체적으로 직

업적 전망을 밝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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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유럽의 급여 비교 서비스 사이트 HowMany.eu에 따르면 독일 만화가들이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노동했을 때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은 2천∼5천 유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9.4. 창작 생태계 최근 동향

1) 여성 작가 비중 확대

○ 90년대 이후 여성향 망가가 독일 만화시장의 주류 소비로 자리잡은 데 이어, 생산 영역에서

도 여성 작가들의 영향력이 커지며, 만화가 여성들의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을 보여줌

Ÿ 2016년 막스 앤 모리츠 상에 후보로 오른 24개 작품 중 3분의 1이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었는데,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 작가의 작품의 노미테이트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었으나 2012년 이후 격년으로 여성 작가들이 ‘최고의 독일어 만화 예술가’ 상을 수상

2) 디지털 공간에서 자가 출판

○ 독일 만화시장에서 최근 수년 동안 꾸준히 독일 만화 작품이 증가한 것은 출판사들의 노력

뿐 아니라 작가들의 자가 출판 노력이 더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Ÿ 수입 만화로 인해 줄어든 출판 기회를 스스로 넓히려는 창작자들이 발견한 공간은 디지털
이었으며, 이런 맥락에서 웹코믹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실험적 시도도 이루어
지고 있음

10. IP 비즈니스 환경 

10.1. 만화 IP 활용에 대한 인식

○ 독일에서는 만화 IP 활용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 

○ 다만,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자국 감독에 의해 다수 생산되었음 

Ÿ 게임 원작 영화는 대중 및 평론가로부터 혹평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음 

10.2. 트렌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사례

○ 독일의 영화감독 우베 볼이 게임의 지적재산권(IP)을 구입하여 이에 기반한 영화를 다수 제작

Ÿ <더 하우스 오브 더 데드(2003)>, <얼론 인 더 다크(2005)>, <블러드 레인(2005)>, 
<파 크라이(2008)> 등이 우베 볼의 게임 원작 영화 대표 사례

10.3. 만화의 영상화 사례 

○ 체코 출신의 독일 소설 작가 Jaroslav Rudiš이 스토리를 완성한 그래픽 노블 <Alois 

Nebel>이 동명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11. 만화 팬덤 문화

11.1. 주요 오프라인 행사/축제 

1) 에어랑엔 국제 코믹살롱

○ 에어랑엔 만화 비엔날레’라고 불리는 독일애권 지역에 서는 가장 중요한 만화축제로서 

1984년부터 2년마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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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축제는 만화전시회 Comic-Messe, 만화경매 Comic-Borse, 예술가 참여마당, 등 다양한 
행사와 ‘막스와 모리츠 상’ 시상식으로 구성

2) 뮌헨 만화제

○ 에어랑엔 국제 코믹살롱과 더불어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만화 축제인 뮌헨 만화제

(comicfest m�nchen)는 1985년 첫 개최

Ÿ 에어랑엔 코믹살롱에 자극을 받아 만들어진 1985년 ‘1차 뮌헨 만화의 날’이 행사의 기원

Ÿ 1990년부터 1997년까지는 해마다 운영되어 왔으며, 1999년부터 현재는 보통 2년 단위
로 개최됨 

3) 콘니치(Connichi)

○ 독일어권 국가 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일본 애니메이션 및 만화 축제  

Ÿ 2015년 기준 방문자 2만 6,000명을 기록한 콘니치는 일본 애니메이션 팬들을 위한 축제

4) 기타 만화 행사

○ 매력적인 만화(Faszination Comics)

Ÿ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부대행사로 만화책과 그래픽 노블의 전시 및 작가 사인회, 코스프
레 대회 등이 운영됨 

○ MCC In Leipzig

Ÿ 라이프치히 도서전의 부대행사로 Manga Comic-con이라고도 명칭하며, 만화 관련 토론
회, 워크샵, 사인회, 코스프레 등을 운영 

11.2. 만화 커뮤니티 

○ JAM Berlin

Ÿ 일본 망가 및 애니메이션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정보 공유가 주목적  

○ Comic Forum

Ÿ 독일어권 내에서 유통되는 만화책과 관련된 정보 공유가 주 목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Ÿ 뉴스 아카이브를 통해 만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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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절 스페인 시장의 이해

1. 자국 만화의 전통

1.1. 만화를 보는 시각 

○ 1980년대, 특히 1985∼1995년의 10년은 스페인 성인 만화의 전성기로 일컬어지나 1990

년대 후반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장르인 ‘그래픽 소설(novela grafica)’이 부

상하기 시작

Ÿ 마블(Marvel)을 비롯한 북미의 만화가 유입된 건 1980년대부터였으나, 1990년대 슈퍼히
어로 장르의 코믹북 출판 본격화, 1992년 일본 망가 출판 시작, 로컬 출판의 전문화 등 이 
시기에 스페인 만화 산업의 구조적 격변이 시작됨

○ 스페인에 1992년 코믹북(comic book) 형태로 출간된 드래곤볼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인기

를 끌기 시작한 망가는 스페인 출판 만화 시장에서 상당히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음 

○ 스페인 만화의 대표적인 특징이 망가와 슈퍼히어로물의 패러디가 활성화되어있다는 점인

데, 30∼40대 젊은 만화 창작자들 중 어린 시절 읽고 보았던 망가나 아니메의 영향을 많이 

받아 망가와 기술적·예술적으로 많이 겹치는 만화를 창작하는 작가들이 새로운 세대로 뚜

렷이 구분되고 있음

Ÿ 이들이 만드는 패러디물을 ‘스페인식 망가(manfa a la espanola)라고 하며, 대표작으로 
라루토(Raruto), 드래곤 폴(Dragon Fall)이 있음

○ 그러나 만화 산업의 성숙도에 대해 스페인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현재 스페인에는 엄밀

히 말해 ‘만화 산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Ÿ 산업으로서의 만화가 스페인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창작, 제작, 
수요 등 모든 면에서 내수 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1.2. 만화 유형

○ 스페인 만화는 출판 만화, 디지털 만화, 웹툰으로 나뉨

○ 출판만화는 다시 일반 만화(comics), 그래픽 소설(novela grafica)로 나뉘지만, 그래픽 소

설에 대한 시장 규모가 별도로 집계되지는 않음

1.3. 만화 독자 

○ 스페인 교육문화스포츠부가 2017년 발간한 ‘문화통계연감(Anuario de Estadasticas 

Culturales 2016)에 따르면, 전체 독자의 비중을 100으로 봤을 때, 2015년 직업·학업 관

련 도서의 독자가 46.6%, 직업·학업과 상관없는 독자의 비중은 90.1%, 디지털 포맷 독자

의 비중은 28.5%로 나타남 

Ÿ 직업·학업과 상관없는 독자층의 비중을 100으로 봤을 때 전체 독자층의 비중은 2.7%에 
불과했고, 성별에 따른 만화 독자층은 남자 4.6% 여자 1.2%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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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호 장르 

○ 스페인의 대표적 영상 문화 콘텐츠 포털인 테베오스페라(Tebeosfera)에 따르면, 2016년 

가장 많이 팔린 출판 만화 장르는 슈퍼히어로물로 출간된 전체 타이틀의 31%를 차지했으

며, 전년 대비로는 7.4% 증가했음 

○ 그 뒤를 어드벤쳐·액션( 21%), 유머(13%), 드라마(13%) 등이 차지했으며, 로맨스 및 유

아동 장르는 약 3%로 저조한 수준을 기록

주제/장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슈퍼히어로 662 670 771 820 881 30.73%

어드벤처·액션 480 471 487 587 612 21.35%

유머 344 296 328 430 372 12.97%

드라마 151 174 245 298 372 12.97%

로맨스 90 61 62 91 94 3.28%

유아 162 222 128 185 73 2.55%

복합 장르·기타 587 646 509 514 463 16.55%

총계 2,471 2,540 2,530 2,925 2,867 100.0%

<표 Ⅲ-12-1> 2016년 스페인의 만화장르 선호도

자료: Tebeosfera(2017)

1.5. 타국 만화 수용도 

○ 테베오스페라에 따르면, 2016년 스페인에서 출간된 2,867개의 출판만화 타이틀 중 42.8%

인  1,226개가 미국, 캐나다가 포함된 북미 지역에서 수입된 것이었으며, 일본, 중국, 한국

이 포함된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된 타이틀은 683개(23.8%), 유럽에서 수입된 타이틀은 

368개(12.8%)였음

원산지 2012 2013 2014 2015 2016

북미 1,002 1,016 990 1,108 1,226

유럽 1,086 1,091 1,139 1,177 930

  스페인 701 754 691 663 562

  프랑스 192 174 217 241 224

  벨기에 88 96 108 95 64

  이탈리아 50 42 80 136 34

  영국 50 22 33 32 34

  독일 6 3 10 10 12

아시아 365 414 385 620 683

중남미 18 19 16 20 16

기타 - - - - 12

2,471 2,540 2,530 2,925 2,867

<표 Ⅲ-12-2> 2016 스페인 지역별 해외 수입 타이틀 수

자료: Tebeosfera(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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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가의 영향력

2.1. 망가 수입 현황

○ 2016년 스페인에서 출간된 망가의 타이틀 수는 전년대비 10.2% 증가한 683개를 기록했

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임

Ÿ 2013년에만 중국과 한국의 만화가 공식 통계에 포함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망가의 수치임

2.2. 망가 수입 및 배급업체

○ 2016년 주요 로컬 출판사별 망가 신간 타이틀 수는 노르마(Norma)가 162개, 이브레아

(Ivrea)는 161개, 플라네타(Planeta)는 158개로, 해당 3사의 점유율이 70.4%를 차지함

○ 망가를 패러디한 스페인식 망가(manga a la espanola)를 스페인 자체 창작보다 많이 출판

하는 로컬 출판사로는 베이빌론(Babylon), 판도가미아(Fandogamia) 등이 대표적임

3.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3.1. 모바일 인터넷 보급

○ Hootsuite & We are Social의 2017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85%로 글로벌 평균인 55%보다 높은 편

Ÿ 스페인의 SNS 이용 시간은 일일 평균 1시간 41분을 기록하며 조사 대상 국가 중 홍콩과 
공동 23위를 기록

3.2. 모바일 기기 보급

○ 2017년 9월 디지털 시장 전략 조사기관인 디트렌디아(Ditrendi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

면, 2016년 스페인 휴대전화 보급률은 88%, 태블릿 보급률은 75%를 기록

3.3. 모바일 이용 행태 

○ 모바일 결제와 관련, 2016년 스마트폰 이용자의 39%가 모바일 결제를 이용했으며, 2017

년에는 이 비율이 5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4. 스낵컬처 확산도

○ 자투리 시간의 문화적 활용에 대한 젊은층의 수요 증가로 감각적 콘텐츠를 담고 있는 단편 

만화 제작자들의 입지가 커지고 있음 

Ÿ 단편 만화의 경쟁력은 캐릭터, 이야기 구성 등에 의해 결정되며, 특정 문화적 아이콘에 대
한 팬덤이 형성되기도 함

Ÿ 그러나 캐릭터와 같은 상업적이고 자극적인 요소 없이도,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문학과 단
편 만화(comic strips)를 섞은 형태, 혹은 단편 만화를 이용한 교육용 자료 등 새로운 형
태의 출판 만화 분야의 성공이 두드러지면서, 관련 산업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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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동향 

1) 디지털 콘텐츠 이용 행태

○ 2016년 16∼74세 사이 스페인 국민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 비율은 디지털 사진(71.6%), 

모바일 앱(67.1%), 디지털 언론(66.2%), SNS(60.1%), 영화, 드라마 등 시청각 콘텐츠

(59.5%) 등이 높게 나타남

2) 유료 콘텐츠 이용 행태

○ 가장 많이 구매된 콘텐츠는 영화/드라마 등 시청각 콘텐츠(19.5%), 음악(10.5%), 전자책

(10.6%), 게임(9%), 교육용 자료(7.6%), 디지털 언론(4.9%), 파일 공유 프로그램(2.2%) 

순으로 나타남      

○ 콘텐츠 항목에 따른 결제 방식 선호도를 살펴보면, 이용자들은 신문/잡지 등 디지털 정기간

행물와 음악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에서 건당 지불 방식을 가장 선호했으며, 정기간행물과 

음악의 경우 광고 기반 무료 접속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3) 합법적 콘텐츠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인식

○ 16∼74세 스페인 유료 콘텐츠 이용자 중 1/3 이상이 본인이 사용하는 콘텐츠가 합법적으

로 유통된 콘텐츠인지의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자의 1/4은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커서 신예 창작자들에 더 유

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4. 출판만화 시장 현황

4.1. 출판만화 시장 최근 동향 

○ 스페인 출판자 연합(FGEE)이 2017년 발간한 ‘스페인 내수 출판 시장 보고서(Comercio 

Interior del Libro en Espana 2016)’에 따르면, 2016년 스페인의 종이출판 부문의 판매 부

수는 3.4% 감소했으며, 출판 부수는 13.5% 감소했고, 출판된 타이틀의 수도 6.7%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임

Ÿ 전체 출판 시장에서 실용서적, 만화, 사전·백과사전 부문만 전년 대비 매출 감소를 
기록

출판된 

타이틀수

유효

타이틀수

출판부수

(단위:천)

판매부수

(단위:천)

평균

배포부수

매출

(단위:백만⍷)
가격(⍷)

전 체 81,496 620,316 224,064 157,233 2,749 2,317.20 14.74

만 화 2,586 13,997 12,491 8,102 4,829 60.23 7.43

비중(%) 3.2% 2.3% 5.6% 5.2% 175.7% 2.6% -

<표 Ⅲ-12-3> 2016 스페인 출판만화 시장 주요 지표

자료: 스페인 출판자연합, ‘스페인 내수출판시장 보고서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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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출판만화 시장규모 추이

○ 스페인 출판자 연합(FGEE)가 2017년 발간한 ‘스페인 내수 출판 시장 보고서(Comercio Interior 

del Libro en Espa�a 2016)’에 따르면, 2016년 출판만화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6,023만 유로를 기록

2014 2015 2016
2015∼16 

증감

전체(백만⍷)/비중(%) 2,915.80 100.0 2,257.07 100.0 2,317.20 100.0 2.7%

출판만화 58.80 2.7% 60.68 2.7% 60.23 2.6% -0.7%

<표 Ⅲ-12-4> 스페인 출판만화 시장 매출 추이(2014∼2016)

자료: 스페인 출판자연합, ‘스페인 내수출판시장 보고서 2016’(2017)

Ÿ 2016년 출판된 타이틀 수는 2,586권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고, 유효 타이틀 수
는 1만 3,997권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으나 출판 부수는 1만 2,491권으로 
13.5%나 감소

Ÿ 2014∼2016년 기간 동안 출판만화 매출은 6,000만 유로 전후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보합
세를 보이고 있으며, 만화책의 권당 평균 가격은 2016년 7.43유로로 2014년 8.35유로보
다는 하락했지만, 2015년의 7.23유로보다는 0.2% 상승

2014 2015 2016 증감(16/15)

출판된 타이틀 수
전체 78,508 100.0 80,181 100.0 81,496 100.0  1.6%

만화 2,551 3.2% 2,772 3.5% 2,586 3.2% -6.7%

유효 타이틀 수
전체 553,884 100.0 586,811 100.0 620,316 100.0  5.7%

만화 12,926 2.3% 12,910 2.2% 13,997 2.3%  8.4%

출판부수

(단위: 천)

전체 246,345 100.0 226,591 100.0 225,277 100.0 -0.6%

만화 15,818 7.0% 14,439 6.4% 12,491 5.6% -13.5%

평균 배포부수

(average circulation)

전체 2,886 100.0 2,810 100.0 2,749 100.0 -2.1%

만화 6,201 214.9% 5,208 185.4% 4,829 175.7% -7.3%

매출

(단위: 백만⍷)

전체 2,195.80 100.0 2,257.07 100.0 2,317.20 100.0  2.7%

만화 58.80 2.7% 60.68 2.7% 60.23 2.6% -0.7%

가격

(단위:⍷)

전체 14.29 - 14.52 - 14.74 -  0.2%

만화 8.35 - 7.23 - 7.43 -  0.2%

<표 Ⅲ-12-5> 스페인 출판만화 시장 주요 지표 변동 추이(2014∼2016)

자료: 스페인 출판자연합, (2016)

4.3. 주요 만화출판 업체 

○ 마블(Marvel)사의 작품을 배급하는 파니니(Panini)가 500개로 2016년 최다 타이틀 출간 

업체에 등극

Ÿ 파니니(Panini)가 설립되기 전까지 플라네타(Planeta)가 가지고 있던 마블(Marvel)사 작



235

품 판권이 설립 직후 파니니(Panini)에게 넘어가 현재까지 판권 계약 유지 중이며 매년 가
장 많은 타이틀을 출간하는 출판사 2위에 오름

○ 에쎄쎄 에디시오네스(ECC Ediciones)는 1995년에 설립되어 단기간에 스페인 만화 출판

계의 기존 거대 업체들을 위협하며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출판사 

Ÿ 2012년 디씨 엔터테인먼트(DC Entertaintment)의 스페인/중남미 지역  만화 출판 및 배
급권을 따내면서 출판사가 아닌 출판물 배급업자로 포지션 바꿈

○ 파니니(Panini)와 에쎄쎄(ECC) 두 업체가 2016년 스페인에서 출간된 전체 타이틀 수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1∼4위까지의 업체는 전체의 약 57%를 차지

○  노르마(Norma)는 319개로 4위지만 출간한 타이틀 종류가 가장 다양함

4.4. 출판만화 유통채널 

○ 스페인 출판자 연합(FGEE)가 2017년 발간한 ‘스페인 내수 출판 시장 보고서(Comercio 

Interior del Libro en Espana 2016)’에 따르면, 2016년 출판만화의 주요 유통 채널은 

키오스크(28.9%), 서점 체인(19.8%), 우편+클럽+인터넷+유료 가입(16.8%), 일반 서점

(14.3%) 순으로 조사됨

Ÿ 해당 채널들에서 유통되는 만화들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79.8%를 차지

4.5. 출판만화 지원 제도·정책

○ 스페인 정부는 만화 제작을 장려하기 위해 콩쿨, 페스티벌, 시상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화 

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스페인 국립 만화상(Premio Nacional del Comic)은 스페인 문화부가 2007년부터 매년 

가장 뛰어난 만화를 창작한 만화가에게 2만 유로의 상금과 함께 수여하는 상으로, 스페인 

만화 분야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꼽힘 

○ 스페인 만화 동호인 연합(AEAC)이 2002년부터 마드리드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만화 

축제인 엑스포코믹(Expoc�mic)과 망가 축제인 ‘망가 영웅 축제(Heroes Manga Madrid, 

舊 Expomanga)’에서는 상금 없이 관련 시상만 이루어짐

5. 디지털 만화 시장 현황

5.1. 디지털 만화를 보는 시각 

○ 스페인의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보급 및 이용률 증가와 만화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인프라는 조금씩 갖춰지고 있으나, 잠재력이 큰 산업으로 성장할만한 물리적 인프라나 

독자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함

5.2.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 

○ 스페인 디지털 출판 분야에서 종이 이외의 형식으로 출판되는 책의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

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이 비중은 전체 출판의 49.9%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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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 이하로 매우 낮은 편

5.3. 디지털 만화 지체/성장 요인

○ 디지털 만화가 전체 출판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미미한 수준

Ÿ 스페인 출판자 연합이 2017년 발간한 ‘스페인 내수 출판시장 보고서 2016’에 따르면, 
2016년 만화 부문의 매출에 따른 비중은 종이 출판이 90.2%, 전자 출판이 0.4%, 기타 
9.3%로 아직까지는 종이 출판 시장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5.4. 주요 디지털 만화 유통 플랫폼 

○ 2016년 스페인 전체 전자출판 매출 중 디지털 유통 전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79.5%로 

가장 많았고, 아마존(Amazon)·스페인의 대표적 온라인 서점인 카사델리브로(Casa del 

Libro)·구글 플레이(Google Play)·앱스토어(App Store)등  일반 상업 유통 채널을 통

한 매출도 전체 매출의 47.4%를 차지

○ 2011년 최초의 스페인어 온라인 만화 서점인 쿠믹(Koomic) 설립

6. 웹툰시장 현황

6.1. 웹툰을 보는 시각 

○ 스페인에서는 콘텐츠의 다운로드나 구독이 인터넷 접속 없이도 가능하거나, 현실적 혹은 실

용적인 이유로 만화의 배급에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를 디지털 만화로 분류  

○ 스페인에서 2000년대 초반 스페인에 ‘온라인 코믹(comic online)’라는 이름으로 웹툰

이 도입된 후 15년이지만 아직 시장은 태동기에 있음  

○ 한국 웹툰 관련, 스페인 독자들은 과거에는 망가와 만화를 거의 동일하게 생각했으나, 만화

에 대한 인지도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한국 만화에 대한 전문적인 소개가 한류 커뮤니티를 중심

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 문화를 주제로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들도 생겨나고 있음

6.2. 웹툰 시장 지체/성장 요인

○ 스페인의 경우 웹툰 시장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게임 산업의 규모도 급

증하고 모바일 앱 이용도 향후 5년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웹툰 산업의 성장을 

위한 토대는 충분히 다져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스페인 웹툰 시장은 기존 출판 시장을 대체할 잠재력이 매우 큰 대안 시장으로 꼽히고 있으

나 게임, 디지털 만화 등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익 모델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

6.3. 주요 웹툰 시도

○ 스페인 웹툰은 2000년대 초반에는 웹툰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

해서 이루어졌으나, 점차 웹툰 전용 블로그 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식 블로그를 통한 팬

들과의 소통, 디지털 후원 활동 다양한 활동이 전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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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셀로나 출신 웹툰 작가인 안드레스 팔로미노(ANDRES PALOMINO)는 2008년부터 

1,700회 이상 게재해온 웹툰인 크로니카스 PSN(Cronicas PSN)를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구글 플러스(Google+) 등 주요 SNS와 연계한 웹툰 포털로 발전시켜 활

발하게 운영 중

○ 바르셀로나 출신으로 팔로미노와 함께 스페인 웹툰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작가인 하비에

르 아게다(Xavier Agueda)도 2003년 처음 발간한 웹툰인 ‘엘리스토(El Listo)’를 페이

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구글 플러스(Google+)와 연계한 웹툰 포털로 발전

웹툰 저자 장르 연재시작 사이트

el Joven Lovecraft
José Oliver/
Bart Torres

유머, 판타지, 호러, 
SF

2004 http://eljovenlovecraft.blogspot.kr/ 

Let’s Pacheco!
Carmen y Laura 

Pacheco
유머 2005 http://letspacheco.com/ 

el Estafador Javi Royo 정치 풍자 2009 http://elestafador.com/  
Caniculadas

Andrea Torrejón 외 
6명

유머 2012 http://caniculadas.blogspot.k  

Moowiloo-Woomiloo
Nestor F./
Molg H.

유머 2013
http://www.moowioo.es
http://www.woomiloo.es 

<표 Ⅲ-12-6> 스페인의 대표적 웹툰 공식 블로그

자료: 미국과 스페인의 웹툰 발달 과정 및 특징(참고문헌)

7. 한국 출판만화 진출 현황

7.1. 진출 사례

○ 2017년 현재 약 60 개의 한국 만화가 스페인으로 진출해 있는데, 이 중 확실히 판권 수출 

형태로 진출한 타이틀은 ‘씨엘(임주연, 대원씨아이, 23권 완결)’, ‘석정현 소품집(석정

현, 거북이북스, 단행본)’, ‘로또 블루스(변기현, 길찾기, 단행본)’, ‘유레카(손희준/김

윤경, 온라인 게임만화)’의 4개가 있음

7.2. 불법 복제 현황 및 대응 

○ 스페인 콘텐츠 창작자 산업 연합(la Coalicion de Creadores e Industrias de 

Contenidos)이 발간한 ‘2016 불법복제 및 디지털 콘텐츠 소비 행태 연구(Observatorio 

de la Pirateria y Habitos de Consumo de Contenidos Digitales)’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스페인에서 일어난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건수는 41억 2,800만 건을 기록했으

며, 이는 232억 9,400만 유로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

Ÿ 불법 복제 발생 건수 자체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것이지만, 문화 및 콘텐츠 관련 산업
계의 ‘잠정 손실액(Lucro cesante)’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7억 8,300만 유로 기
록한 것으로 자체 추산

○ 2014년 말 개정되고 2015년 1월 발효된 스페인 저작권법(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의 핵심은 구글 뉴스(Google News) 등 뉴스 애그리게이터들에 대해 소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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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세(Google tax)로 불리는 저작권세 징수, 불법 복제 관련 벌금 60만 유로로 상향 조정, 

징역형도 최대 6년으로 상향 조정 등

8. 한국 웹툰 진출 현황

8.1. 진출 사례

○ 레진코믹스의 웹툰 ‘킬링 스토킹’이 10월 말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만화 축제

인 ‘루카 코믹스 앤 게임즈 2017(Lucca Comics and Games 2017)’에서 해외 팬들의 

큰 인기를 끌며 스페인어 종이책 출간을 추진할 예정

Ÿ 이번에 레진 코믹스를 초대한 에디지오니 BD(Edizioni BD)는 레진코믹스의 이탈리아 출
판 파트너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만화 출판사이며, 2017년 여름 ‘킬링스토킹’을 종이
책으로 출간

8.2. 불법 복제 현황 및 대응

○ 2016년 3월 기준 ‘H메이트’라는 한국 만화가 스페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 불법 사이

트에서는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서비스되고 있으며 구독자가 5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

Ÿ 국내 만화의 불법 유통에 대해 정부나 해당 기업 차원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9. 만화 창작환경

9.1. 생산자 작업방식

○ 스페인의 만화 작가들은 20여개의 주요 출판사와 계약 체결을 통해 작가로 데뷔하며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출판기회가 축소되며 2010년 이후로는 기존 출판사들과 출판 형식, 판매 형식, 수익 모델

을 파괴하는 신생 독립 출판사들도 생겨나고 있으며, 만화 작가들에게 대안적인 활동 공간

이 되고 있음

Ÿ 소위 대안 만화(Alternative comix)라 불리는 미니스(minis) 혹은 코믹스 뉴웨이브
(comics newave)를 수익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 유통은 온라인 판매를 위주로 한다는 
점, 출판 형태는 집단 앨범(Albumes Colectivos), 모노그래피(Monografias) 및 한정판 
위주라는 것이 이들의 대표적 특징임

Ÿ 대표적인 출판사로는 2010년 설립된 울트라라디오(Ultrarradio), 2011년 설립된 카람바
(Caramba!), 2012년 설립된 엔트레코믹스 코믹스(Entrecomics Comics)가 있는데, 이 
중 엔트레코믹스 코믹스(Entrecomics Comics)는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으로 자사의 출판물을 판매하며, 판매 수익을 창작자와 5:5의 비율로 나눔

9.2. 수입원 및 소득수준

○ 스페인에서 만화 생산 시 가격 결정 과정과 수준은 다음과 같음

Ÿ 만화가, 시나리오 작가, 편집자 등 창작 과정에 참여한 생산자에게 지불할 비용을 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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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A5 크기 흑백 만화의 경우 생산자들에게 페이지당 8∼12유로 사이를 지급

Ÿ 2015년 기준 100 페이지짜리 A5 크기의 흑백 만화를 생산할 경우 생산자들은 이론상 평
균 1,000유로의 소득을 얻게 되나, 책 출판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제
하면 실제 소득은 1,000유로에 미치지 못함

Ÿ 2015년 기준 A5 흑백 만화의 소매가는 페이지 당 0.04∼0.07유로 수준으로 100 페이지
짜리 만화의 경우 순수 책 가격만 4∼7유로에 책정되나, 온라인 서점을 통해 우편으로 판
매할 경우 무게에 따른 운송비가 추가됨

Ÿ 서점, 키오스크 등에서 판매될 경우는 자리 임대료 등의 기타 부대비용이 10∼25% 정도 
추가되므로 실제 소매가는 5∼9유로 선에서 책정됨

Ÿ 창작자들은 대개 저작권료와 인세 등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10. IP 비즈니스 환경

10.1.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사례

○ 2016년 2월 노르마 출판사가 일본에서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 큰 성공을 거둔 ‘요괴 와

치’의 판권을 사들여 종이 합본으로 출간

10.2. 만화의 영상화 사례

○ 2008년 바르셀로나 만화 페스티벌 최우수상, 스페인 국립 만화상을 수상한 파코 로카

(Paco Roca)의 ‘주름(Arrugas)’는 2011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됨 

○ 마드리드 출신 웹툰 작가 미겔 페르난데스 보날레스(Miguel Fernandez Bonales)가 2008

년부터 300회 이상 게재했던 웹툰인 ‘화가난 토끼(Conejo Frustrado)’는 2012년 크라

우드펀딩을 통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됨 

11. 만화 팬덤 문화 

11.1. 주요 오프라인 행사/축제

1) 바르셀로나 국제 만화 페스티벌(Salon Internacional del Comic de Barcelona)

○ 스페인 만화 출판사 연합(Ficomic) 주최로 1981년부터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개최되는 축

제로 당 해의 만화 신간이 가장 많이 소개되며, 스페인 만화 시장의 레퍼런스가 되는 축제

2) 바르셀로나 망가 페스티벌(Salon Manga de Barcelona)

○ 스페인 만화 출판사 연합(Ficomic)이 바르셀로나에서 1995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축제로 

일본 문화, 아니메, 망가 등을 소개하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망가 축제이며, 2016년 방문자 

수는 14만 2,000명을 기록

3) 마드리드 망가 엑스포(Heroes Manga Madrid, 舊 Expomanga)

○ 2002년부터 마드리드에서 매년 개최되는 일본 문화, 아니메, 망가 관련 축제로 스페인 만

화 동호인 연합(AEAC)이 주최하며, 2016년 해당 축제 방문자 수는 5만 명을 넘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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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망가/웹툰 온라인 커뮤니티

1) 망가 커뮤니티

○ 스페인에서 가장 다양한 망가를 출간하는 출판사인 노르마 에디토리알(Norma Editorial)

은 자사 홈페이지에 망가 전문 카테고리인 ‘블로그 망가(Blog Manga)’를 운영하면서, 

자사가 출판하는 망가에 대한 소개나 망가 관련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채널로 활용 중

2) 한류 커뮤니티 

○ 스페인 내 한류 문화 홍보, 확산을 위해 한류 애호가들이 모여 2011년 10월 설립한 비영리 

한류 커뮤니티인 ‘한아(Han-A)’는 K-pop, 드라마, 식문화, 역사, 게임, 만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스페인 내에서 알리고자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음

Ÿ 한아(Han-A)는 마드리드, 카탈루냐, 안달루시아, 발렌시아, 바스크 주에 지부를 두고 조
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Ÿ 2014년에는 자체 기획한 한류 소개 행사인 한아 엑스포(Han-A Expo)를 성공리에 개최

○ 2016월 12월 3∼4일에 걸쳐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엑스포코믹(Expocomic)에서 한국 만

화 및 웹툰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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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절 브라질 시장의 이해

1. 자국 만화의 전통

1.1. 만화를 보는 시각

○ 1970년대 브라질 만화가 마우리시우 지 소우자가 출간한 <골목대장 모니카(Monica)>가 

현재도 인기를 끌고 있음  

Ÿ 2015년 기준으로 MSP는 브라질 만화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모니카’의 지
적재산권(IP)는 특히 유아용 언어 교재로 다수 활용 

○ 1990년을 기점으로 브라질 내 일본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일본 망가들이 수입되는 한편, 

미국에서 활동하던 브라질 만화가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작품 활동을 시작

○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젊은 청년층까지 다양한 독자층이 브라질 만화 독자층으로 

부상 

Ÿ 브라질의 출판 시장 전문매체 Jornal da USP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브라질에서 가장 큰 
규모의 9개 출판사가 만화를 출판 

Ÿ 또한, 크라우드펀딩을 적극 활용하는 인디 성격의 만화가들도 등장하여 팬층을 구축

1.2. 만화 유형

○ 일반적으로 브라질에서는 종류에 상관없이 만화를 '지비(Gibie)', '꽈드리유스

(Quadrinhos)', 'HQ' 등의 용어로 통칭

Ÿ 브라질은 미국 히어로물이나 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타 국가와 달리 자국에서 생산
되는 지비의 만화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

Ÿ 이는 브라질의 국민 만화라 불리는 <Monica>가 산업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 그 외 만화의 특성이나 만화가 생산된 국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부르기도 함 

Ÿ 이스또리아 엥 꽈드리유스(Historia em Quadrinhos)75): 미국의 슈퍼히어로물
(Comics) 또는 자국 독립출판만화를 통칭 

Ÿ 그래픽노블(Graphic Novels):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행본 형태의 만화책

Ÿ 망가 : 일본에서 생산된 만화로, 제본 방식이 반대(왼쪽에서 오른쪽)인 것이 특징

Ÿ 만화 : 한국에서 생산된 만화로 망가와 유사하지만, 제본 방식은 오른쪽에서 왼쪽

Ÿ 반다 제제냐댜(Banda desenhada) : 유럽권에서 생산된 만화로 주로 모험물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제를 다룸 

Ÿ 푸메띠(Fumetti) :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만화 

Ÿ 꽈드리유스 디지따이스(Quadrinhos Digitais) : 만화를 디지털화한 것으로 주로 스캔본
을 의미 

Ÿ 웹코믹스(Web Comics) : 웹 사이트를 통해서만 읽을 수 있는 만화

75) ‘작은 회화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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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모션 코믹스(Motion Comics) : 애니메이션과 만화책의 형태를 혼합한 콘텐츠 

○ 자국만화는 아동 중심의 독자층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 및 성인 중심의 독자층은 미국과 

일본 만화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소비 

1.3. 만화 독자 

○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IBOPE의 조사에 따르면, 자국에는 1,830만 명 이상의 만화 독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 

○ 또한, IBOPE는 브라질에서는 학력의 유무가 만화의 독서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 

○ 한편, 브라질의 만화 전문 블로그인 Papo de Quadrinho76)는 2015년 1월, 소셜 미디어 사

용자 2,273명을 통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자국 만화 독자의 특성을 분석

Ÿ Papo de Quadrinho에 따르면, 브라질의 주요 만화 독자는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25∼
39세 사이의 남성이며, 주로 대학을 졸업했다는 특성이 존재

Ÿ 또한, 독자들은 한 달에 평균 2∼5권의 만화(주로 미국 슈퍼히어로물)를 구매하며, 주로 
신문가판대와 서점에서 구매하는 것을 선호

○ 만화 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화의 포맷은 출판만화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디지털 만

화, 웹툰 등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

1.4. 외국 만화 수용도

○ 브라질에서는 미국의 히어로 만화와 일본의 망가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Ÿ 브라질의 만화 연구가 Guilherme Smee에 따르면, 2016년 오프라인 서점의 출판만화 베
스트셀러 판매부수를 분석한 결과77) Marvel, DC Comics 등 미국 히어로만화와 일본의 
망가 번역본이 상위권을 다수 석권

순위 제목 분류 현지 출판사 판매부수

1 Batman: A Piada Mortal 미국만화 Panini 4.954

2 Guerra Civil 미국만화 Panini 2.737

3 FullMetal Alchemist 3권 일본망가 JBC 1.385

4 FullMetal Alchemist 1권 일본망가 JBC 1.350

5 One-Punch Man 1권 일본망가 Panini 1.056

6 Demolidor por Frank Miller e Klaus Janson – 3권 미국만화 Panini 844

7 Esquadrão Suicida: Chute na Cara 미국만화 Panini 813

8 Naruto Gaiden 일본망가 Panini 793

9 Sandman Definitivo 1권 미국만화 Panini 760

10 Vagabond 9권 일본망가 Panini 744

<표 Ⅲ-13-1> 2016년 브라질 오프라인 서점의 만화책 베스트셀러 Top 10

자료: Splash Pages(2016)

76) 브라질의 대중문화 전문매체 OGRITO!가 Papo de Quadrinho의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 하지만 2017년 10월 현재 Papo de Quadrinho의 구

체적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음(http://revistaogrito.com/papodequadrinho/tag/pesquisa-sobre-hqs/)

77) 브라질의 대형 서점 Cultura, Saraiva, Travessa, FNAC 등의 판매 자료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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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가의 영향력

2.1. 망가 수입 현황

○ 브라질은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 이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브라질에는 망가를 포함하여, 일본의 콘텐츠가 다수 소비되

고 있는 상황

○ 일본 만화를 주로 수입 번역하여 판매하는 브라질 현지 출판사로는 상파울루에 본사를 두

고 있는 JBC가 있으며, 이탈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출판사 Panini, 그리고 자국 

출판사 NewPop 등이 브라질 내에서 일본 망가를 수입해 번역 판매

2.2. 인기 망가 장르

○ 브라질에서 인기있는 일본 만화는 주로 애니메이션 버전이 존재하는 작품이며, 특히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만화가 인기를 구가 

3.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3.1. 모바일 인터넷 보급

○ World Bank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브라질의 모바일 인터넷 가입률은 119% 수준

○ IMS78)에 따르면, 브라질은 2016년 기준 인구 2억 4,400만 명 중 58.2%가 인터넷 이용

자에 해당하며, 이중 93%는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 

3.2. 모바일 기기 보급 

○ 브리질 민간 연구기관 제툴리우 바르가스 연구재단(FGV)에 따르면, 브라질의 스마트폰 보

유 대수는 1억 9,800만 대로 보급률은 95% 수준 

3.3. 스낵컬처 및 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동향

○ 브라질은 스마트폰 사용목적 중 SNS 접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나 되는 등 소통의 목적

이 강해, 스낵컬처의 확산 속도도 빠른 편 

4. 출판만화 시장 현황

4.1. 출판만화 최근 동향 

○ 최근 브라질의 출판만화 시장은 과거에 비해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분석

Ÿ 만화 인쇄 및 유통 비용이 전체 만화 생산 빈용의 50%를 넘어서게 되면서 소비자의 구매

78) Internet Media Services는 남미의 디지털 미디어 허브 제공업체로 매년 남미지역 국가 대상의 모바일 기기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동

향 정보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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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도 낮아지고, 출판사들의 수익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  

○ 자국에서 생산되는 출판만화는 인기를 잃은 지 오래이며,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의 수입 출판만화가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 

Ÿ 브라질 만화의 경쟁력이 약화된 이유는 출판사들이 자국 만화에 투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에 따라 브라질 만화가들이 장편 시리즈물보다는 단편 만화를 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
라는 분석

Ÿ 또한, 만화가들이 목표 독자층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분석 

○ 브라질 출판만화 업계에서는 일본의 망가류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반

면, 미국의 코믹스는 망가보다 저가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음

Ÿ 미국 코믹스의 경우 방카(Banca)79)라 불리는 신문가판대에서 주로 판매되며, 일본을 비
롯한 아시아권의 출판만화는 서점에서 주로 판매됨

Ÿ 출판사 입장에서는 서점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것이 이윤이 더 많이 남기 때문에 최근 서
점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

Ÿ 이 외에도 브랜드형 만화전문점 Comix, HQ Mix Livraria 등이 주요 마케팅 채널이자 유
통 채널로 부상 

4.2. 출판만화 시장규모

○ 2015년 브라질 출판만화 시장의 규모는 7,800만 달러로 집계되며, 2020년까지 8,100만 

달러로 연 0.8%씩 성장할 전망

Ÿ 하지만 최근 브라질의 출판만화는 인쇄 및 유통 비용이 전체 만화 생산 비용의 50%를 육
박하는 등 실질적인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

Ÿ 지역 규모에 따라 유통 범위가 광범위하여 유통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이 브라질 출판만화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거론

○ 브라질의 전체 도서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위 9개 출판사가 1년에 약 700종의 만화책

을 출판하는 것으로 알려짐

4.3. 주요 만화출판 업체 

1) EDITORA JBC

○ 상파울루에 본사를 둔 JBC는 Japan Brazil Communication의 약자로 일본 망가를 전문적

으로 출판

Ÿ 2015년까지 200여 종의 일본 망가 타이틀을 수입 번역하여 브라질에 출판하였으며, 브라
질에서 유통되는 일본 망가의 70%가 JBC에서 출판

Ÿ 일본의 고단샤, 쇼가쿠간, 슈에이샤, 가도카와쇼텐, 하쿠센샤, 데즈카프로덕션, 신쇼칸, 미
디어웍스, 아키타쇼텐 등과 거래 중이며, 2014년부터는 잉크 코믹스라는 별도의 레이블을 
설립하여 자국 만화를 재발행하거나 유럽 및 중국 만화를 번역 출판 

2) Panini Comics Brasil

○ Panini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이지만, 브라질 수입 출판만화 업계에서 상당한 

79) 브라질에는 전국적으로 35,000개의 방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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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을 과시

Ÿ 주로 미국의 Marvel과 이탈리아의 만화를 포르투갈 언어로 번역하여 브라질에 소개

Ÿ 일본 망가 일부도 Panini에서 수입 번역 판매되고 있으며, 브라질 자국에서 생산된 만화 
중 가장 유명한 ‘모니카’ 시리즈도 판매 

3) NewPop Editora

○ NewPop은  아시아 만화를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로, 역시 일본 망가를 주력 상품으로 

시장을 공략 중

Ÿ 자체적으로 만화 서점을 보유하고 있어 망가팬들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에도 한몫하고 있
으며, 한국 만화인 <타로카페>, <언벨런스x2> 등도 수입한 전력 존재 

4.4. 출판만화 유통채널 

○ 브라질의 출판 만화는 방카라 불리는 신문가판대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대형 일반 서

점과 만화 전문 서점, 그리고 온라인 마켓 등에서도 판매

Ÿ 방카는 상대적으로 저가의 가격에 책정된 미국 코믹스들을 판매하고 있으나 브라질 전역
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유통비용이 높다는 단점 존재

Ÿ 서점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가격에 책정된 일본 망가나 유럽의 그래픽 노블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은 도시권에 위치함으로써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삼기 쉬움

5. 디지털 만화 시장 현황

5.1. 디지털 만화를 보는 시각 

○ 디지털 이용자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만화 출판사들은 불법 스캔에 대한 우려로 

디지털화에는 부정적 입장 

○ 그러나 오프라인 출판만화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여론이 가중되면서 그 반대급부로 최근 

디지털 만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생성 

5.2.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 

○ 2015년 브라질의 디지털 만화 시장규모는 1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됨

Ÿ 그러나 모바일 단말의 보급 확산으로 출판만화 시장 대비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

Ÿ PwC에 따르면, 브라질의 온라인 만화 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2.3%를 기록하며, 2020년 경 200만 달러대 시장에 돌입할 전망

5.3. 디지털 만화 시장 최신 동향 

○ 브라질에서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디지털 만화를 창작하는 데 있어 크라우드펀딩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

Ÿ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디지털 만화 출판 방식은 ‘사전 판매’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마케
팅 채널로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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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요 디지털 만화 유통 플랫폼 

○ 브라질의 디지털 만화 유통 플랫폼은 Amazon Brazil, ComiXology 등이 있음 

Ÿ 만화출판사 Panini가 주도하여 Marvel의 인기 만화들을 포르투갈어로 번역한 뒤 
Amazon, ComiXology, Google Play, Appel iBooks 등에 유통하고 있는 중

○ 또한,  2016년 2월 일본만화 및 애니메이션 전문 서비스인 Crunchyroll Brazil80)이 자국

에 일본만화를 디지털화하여 유료로 공급하기 시작 

○ 최근에는 Social Comics, Cosmic 등 Netflix처럼 유료 구독료를 지불하고 마음껏 만화를 

독서할 수 있는 플랫폼도 등장 

6. 웹툰시장 현황

6.1. 웹툰을 보는 시각 

○ 브라질에서는 웹툰 혹은 웹코믹스를 디지털 매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만화의 하위 개념

으로서 견지 

Ÿ 웹툰을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운드, 하이퍼링크, 인터랙티브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
존 만화보다 실험적인 매체로 평가 

○ 또한, 한류가 유행함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된 웹툰 자체에 관심을 갖는 독자층도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 

6.2. 주요 웹툰 플랫폼 

○ 브라질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웹툰을 유통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 한편, 2016년 출범한 웹툰 플랫폼 Cosmic이 있었으나, 2017년 10월 현재에는 사업을 중

단한 것으로 파악됨 

Ÿ 출범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Cosmic은 만화계의 Netflix를 표방하며, 월 16헤알(약 
5,400)원 가량의 구독료를 받고 만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

Ÿ 당시 Cosmic의 창업자인 Ramon Calvante는 “최근 몇 년간 종이로 된 만화는 점점 더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 판매가 쉽지가 않고 접근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플랫폼은 배포 비용을 줄이고 만화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만화분야의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힘

7. 한국 출판만화 진출 현황

7.1. 진출 사례

○ 지금은 폐업한 Conrad 출판사에서는 과거 한국 만화를 상당수 출판한 바 있음

80) 동아시아(주로 일본)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전문 유통배급업체로 본사는 미국에 있음. 2012년 Curnchyroll Brasil을 설립하여 브라질

시장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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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명진의 <라그나로크>는 브라질 현지 내에서 게임 ‘라그나로크’가 유명해지면서 출판 
기회를 얻음

Ÿ 그 외 <천추>, <단구>, <귀>, <모델>, <폭주배달부 반야> 등의 한국 만화가 Conrad에 의
해 출판

7.2. 불법 복제 현황 및 대응 

○ 브라질의 분야별 한국 콘텐츠 저작물 시장규모를 보면 영화 분야가 64.7백만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게임과 방송이 각각 49.1백만 달러, 47.8백만 달러로 3개 분야의 합이 전

체 한국 콘텐츠 저작물 시장의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 

Ÿ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신흥 3개국 중 유일하게 브라질만이 합법적인 한국 콘텐츠 저
작물 시장규모가 불법 저작물 시장규모보다 크게 조사됨 

8. 한국 웹툰 진출 현황

8.1. 진출 작품 

○ LINE과 브라질 이동통신사 Telefonica가 제휴를 맺으며, 한국 웹툰에 대한 관심도 증가

○ 구체적 작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레진 코믹스의 경우 조회수 기준 상위 30가 국가에 브라

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

Ÿ 그러나 레진 코믹스에서 포르투갈 언어로 서비스되는 웹툰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임

Ÿ 브라질 만화독자는 영어를 통해 한국웹툰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임 

○ 국내 웹툰 플랫폼인 프라이데이는 브라질 시장에 먼저 진출한 국내 게임업체 FHL게임즈와 

제휴하여 웹툰서비스를 제공

Ÿ 브라질 현지에서 운영하는 FHL게임즈의 플랫폼은 ‘www.kaybo.com’이며, 해당 웹 사
이트에는 프라이데이가 국내에 제공해온 성인용 웹툰이 다수 게시 

8.2. 주요 에이전시(한국측)

1) 모노라마

Ÿ 브라질에 게임 및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를 수출하는 역할

Ÿ 모노라마측에 따르면, 국내에 중남미를 대상으로 한 전문 콘텐츠 배급사가 4곳이며, 브라
질을 대상으로 한 회사는 자사가 유일

2) 롤링스토리 

Ÿ 웹툰 전문 배급 에이전시로 아직 브라질에 진출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나, 1차 시장으로 미
국에 진출 후 2차 시장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브라질을 목표만화 창작 환경

9. 만화 창작환경

○ 브라질의 만화가 상당수는 고정 수입을 위해 신문 삽화가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신문

부수의 감소로 인해 최근 수익원 창출이 어려우지고 있는 상황



10. IP 비즈니스 환경

10.1. 만화의 IP 활용 사례

○ 자국에서 생산된 만화 중 가장 유명한 <Monica's Gang>이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

○ Monica's Gang의 IP는 게임, 장난감, 각종 캐릭터 상품, 테마파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

용되고 있으며, 브라질의 '미키마우스'라는 별칭으로 불림 

10.2. 주요 트랜스 미디어 플레이어 

○ Monica's Gang의 IP를 보유하고 있는 Panini는 2007년부터 해당 IP를 확보하여, 해마다 

거의 1편씩 영화 버전을 제작 

11. 만화 팬덤 문화 

11.1. 주요 오프라인 행사/축제

1) 페스트 코믹스

○ 만화 전문 서점 브랜드인 Comix에서 매년 추죄하는 행사로 규모는 작으나 만화 마니아층

에게 인기가 높음

2) 브라질 국제만화축제

○ 벨루오리존치 주정부에서 홀수년도마다 개최하는 국제 만호 축제로 5일간 열리며, 브라질 

최대의 만화 축제로 평가 

3) 코믹콘 익스피리언스

○ 만화를 포함하여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를 전시하는 컨벤션으로 미국 코믹콘과 맥을 

같이 함 

4) 아니메 프렌즈

○ 만화,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K-Pop 행사 등이 혼합된 형태의 축제로 매년 15만 명 이상이 

참가하며, 브라질의 주요 만화 출판사들이 참가 

5) 아니마 문디 축제 

○ 매년 하반기 리우데자네이루에와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세계 10대 애니메이션 축

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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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V 장 해외진출 전략방향 도출 

1절 수출시장성 평가

1. 평가 방법: SWOT 분석

1.1. S-T-P 모델 

○ 웹툰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시장세분

화(Segmentation), 목표시장 설정(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의 과정, 즉 

S-T-P 모델링81)이 필요함

1.2. 변용된 SWOT 분석 툴

○ 시장 세분화와 목표시장 설정을 위해서는 시장성, 즉 웹툰 수출 가능성과 향후 확장성에 대

한 평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범용 시장 평가 툴인 SWOT 분석을 활용할 

수 있음

○ 본 과제에서는 SWOT 분석 툴을 변용하여 S-T-P 모델링을 위한 ‘수출 가능성(단기)’

과 ‘수출 확장성(장기)’의 평가를 수행하였음

Ÿ S-W 분석은 기업 내부 환경의 분석을 의미하나, 본 과제에서 S-W 분석을 ‘수출 환경 
분석’으로 치환하였음

Ÿ 즉, 단기적으로 진출 대상 국가의 만화산업 환경과 밸류체인 환경이 웹툰 수출에 ‘긍정적
인지 부정적인지’ 혹은 ‘가능한지 어려운지’를 분석하였음

Ÿ O-T 분석은 본래 취지에 맞게 장기적으로 수출 확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1.3. 수출시장성 평가 요소

○ 수출시장성 평가를 위해 변용된 SWOT 분석하게 될 시장 요소로는 다음의 12가지 평가 요

소를 도출하였음

Ÿ ①자국 출판만화 전통의 강도: 강력한 자국 출판문화 전통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웹툰 수출 
가능성 평가에서 부정적 요인임. 그러나 만일 대형 플레이어가 웹툰 비즈니스에 진입한다
면 오히려 기존 출판만화 전통에서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의 만화를 제공함으로써 웹
툰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음

Ÿ ②규제와 금기의 강도: 강한 규제와 금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웹툰 수출 가능성 평가에서 
부정적 요인이 되며, 다양한 장르의 웹툰 수출이 어려워 수출 확장성에도 부정적 요인

Ÿ ③망가 독자층과 팬덤: 망가에 친숙한 독자 중에서 웹툰 독자가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가 팬덤의 두터움은 수출 가능성은 물론 장기적인 수출 확장성 평가에 긍정적 요인이 됨

Ÿ ④웹툰 리터러시:  스마트폰을 통해 세로 스크롤링 문법으로 제작된 웹툰의 가치를 적극적

81) 미국의 켈로그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가 기업이 시장을 세분화하여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시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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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비하려는 독자층의 존재는 웹툰 수출 가능성의 긍정적 요인이 됨

Ÿ ⑤ICT 인프라와 스낵컬처 확산: 웹툰 소비의 90% 내외가 모바일 환경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므로 ICT 인프라는 웹툰 수출의 필요조건이 되며, 웹툰이 스낵컬처 맥락에서 소
비되고 있어 스낵컬처의 확산은 웹툰 수출 가능성을 제고함

Ÿ ⑥디지털 콘텐츠 유료화 수용도: 웹툰 수출은 수익확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디지
털 콘텐츠 유료 구매 경험의 확산 정도는 웹툰 수출 가능성에 긍정적 요인이 됨

Ÿ ⑦親韓 웹툰 플랫폼의 영향력: 親韓 웹툰 플랫폼은 수출 과정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장기적
으로 일정 정도의 수출 루트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수출 확장성의 긍정적 요인이 됨

Ÿ ⑧자국 대형 웹툰 플랫폼의 존재: 대형 플레이어의 존재는 수출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나, 장기적으로 자국 웹툰의 공급이 원활해지면 웹툰 수입 수요는 줄어들 것이기 때
문에 수출 확장성 면에서는 부정적 요인으로 전환됨

Ÿ ⑨악의적 불법번역 사이트: 팬심 번역은 웹툰의 수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척
도가 되지만, 부당한 수익이 목표로 하는 불법 번역 사이트의 활성화는 수출 확장성 관점
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 요인임

Ÿ ⑩웹툰 번역 전문집단의 부재: 전문 번역 집단의 존재가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
지만 전문 번역집단의 부재는 수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부정적 요인임

Ÿ ⑪다수의 웹툰 작가 예비군: 기존 출판만화 풍토에서 기회를 얻지 못해 작가들이 대거 웹
툰으로 유입되면 장기적으로 한국 웹툰에 대한 수입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 확장성
의 부정적 요인이 됨

Ÿ ⑫IP 비즈니스 활성화: 웹툰을 영상-게임-캐릭터 비즈니스와 묶어 거대한 IP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대형 사업자가 존재한다면 웹툰으로 거대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
아지며, 웹툰의 수출 확장성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 됨

○ 이상 12가지 평가요소는 ‘단기적으로 수출 가능성’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장기적

으로 수출 확장성’에 기회요인인지 위협요인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SWOT 분석의 매트

릭스 툴로 분류가 가능함

[그림 Ⅳ-1-1] 변용 SWOT 분석 툴을 이용한 수출시장성 평가

○ 변용 SWOT 분석 툴에 의한 12개 요소에 대한 평가는 직관적인 평가 기준인 ‘상(上)-중

(中)-하(下)’ 척도를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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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수출시장성 평가결과 독법

2. 평가 결과

2.1. 일본 시장

○ 일본은 단기 수출 가능성에 긍정적 요소가 많으며, 장기적으로 수출 확장성의 기회 요인도 

있지만 위협 요인도  크기 때문에 초기 시장에서 확실한 시장 선점효과를 획득할 필요

[그림 Ⅳ-1-3] 일본 수출시장성 평가결과

○ 단기 수출가능성 측면에서는 웹툰 전용 플랫폼인 코미코가 성과를 거두며 웹툰 리터러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만화문법 고도화의 반작용으로 강한 출판만화 전

통이 오히려 웹툰 수용의 촉매제가 되는 측면이 있음

○ 전세계 1위 만화시장으로서 사업의 안정성이 크고 다양한 IP 비즈니스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출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일본의 대형만화출판사들이 웹툰으로 전향하고 있

다는 점은 수출 입지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요인임

2.2. 중국 시장

○ 중국은 IP 비즈니스 관점에서 장기 수출 확장성의 기회요인이 크고, 이미 그 힘이 한국 웹

툰에 대한 수입요구로 발현되어 단기적으로 한국 웹툰을 빨아들이고 있으나, 한국의 웹툰 

플랫폼이 직접 진출하기 어렵고 중국의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전개된다는 점은 

장기적 수출 확장성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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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중국 수출시장성 평가결과

○ 한국의 웹툰 콘텐츠는 물론 수익모델까지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웹툰 리터러시는 

매우 높아 단기 수출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정치적 이유로 규제와 금기가 있기는 하나 이는 

오히려 다양성을 갖춘 한국 웹툰의 초기 수입에 촉매 요인이 되고 있음

○ IP 비즈니스의 기회가 무궁하다는 점은 한국 웹툰의 수출 확장성에 큰 사업 기회 요인이 되

나, 중국 내 웹툰 작가들의 역량 발전 속도가 빠르고, 한국계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플랫폼 사업자들의 정책 변경은 웹툰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 요인임

2.3. 대만 시장

○ 대만은 수출 가능성 측면과 수출 확장성 측면 모두 부정적 요소보다는 긍정적 요소가 높긴 

하지만, 시장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작고, 불법복제와 유료화 수용도가 낮기 때문에 수익의 

확대라는 수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취약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Ⅳ-1-5] 대만 수출시장성 평가결과

○ 웹툰 리터러시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단기 수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

○ 한국 플랫폼의 진출이 활발하고 현지의 유력 플랫폼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어 장기 수출 확

장성도 있으나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응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4. 인도네시아 시장

○ 인도네시아는 한국 웹툰 플랫폼들의 활발한 진출과 ICT 인프라의 급속한 보급으로 단기 수

출 가능성이 높지만 유료화 수용 정도가 시장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며, 장기 수출 확장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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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자국 대형 사업자의 출현보다는 일본과 중국의 웹툰 플랫폼 등장 여부가 경쟁 지

형을 좌우할 것으로 보임

[그림 Ⅳ-1-6] 인도네시아 수출시장성 평가결과

○ 일본 망가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메시징 플랫폼을 통해 웹툰이 제공

되고 있어 이미 상당한 웹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익 측면에서는 당분간 추가 투자

가 필요할 전망

○ 유료화 수용도가 높아지고 불법공유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히면 2.6억 명의 인구 기

반은 거대한 웹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수출 확장성 전망도 긍정적임

2.5. 태국 시장

○ 대만은 망가 영향력과 함께 한류 영향력이 커서 웹툰 수용도가 높아 수출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가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 낮은 유료화 수용도가 저해요인이고, 장기적으로는 

IP 비즈니스 확대를 통한 2차 판권 비즈니스 활성화가 수출 확대의 관건이 될 전망

[그림 Ⅳ-1-7] 태국 수출시장성 평가결과

○ ICT 인프라 보급은 아직 확장 도중에 있으나, 라인이 모바일 SNS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이를 통해 웹툰이 제공되고 있어 웹툰 리터러시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 자국 웹툰 플랫폼이 존재하고 현지 작가 풀도 구축 중이어서 장기적으로 웹툰 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 확장 효과도 기대가 되나, 유료화 수용 속도 또는 대안적 수익모델 개발 여부가 

수출 확대의 폭과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255

2.6. 미국 시장

○ 미국은 일찍부터 한국 웹툰 플랫폼들이 진출한 지역이지만 자국 출판만화 전통이 강해 니

치 마켓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 자체보다는 영어라는 언어권 서비스로서 

수출 가능성은 물론 장기적인 수출 확장성의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 Ⅳ-1-8] 미국 수출시장성 평가결과

○ 미국은 수퍼히어로 출판만화 기반의 IP 비즈니스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수출

의 최대 장벽이나 망가 리터러시에 기반을 두어 단기 수출 가능성이 확보되고 있음

○ 마블과 DC 코믹스의 영향력이 사실상 강력한 현지의 웹툰 플랫과 같은 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한국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전까지 수출 확장성에 대

한 판단은 유보적임

2.7. 영국 시장

○ 영국은 미국 만화시장의 영향력이 크며 아동 중심으로 만화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단기 수

출 가능성이나 장기 수출 확장성 모두 뚜렷한 긍정 요인이 없는 가운데 여성 망가 독자를 

대상으로 한 니치 마켓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그림 Ⅳ-1-9] 영국 수출시장성 평가결과

○ 자국 전통만화의 전통이 강하지는 않으나 미국 만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미국과 

마찬가지로 웹툰 초기 수출가능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지 망가 소비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수출 가능성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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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을 제고하는 긍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2.8. 프랑스 시장

○ 프랑스는 일찍부터 한국 웹툰 시스템을 주목했지만, 웹툰 출판만화 전통이 강하고 웹툰 플

랫폼의 영향력이 미미해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이며, 프랑스 시장 자체보다는 

프랑스어권이라는 언어권 서비스로서 수출 가능성은 물론 장기적인 수출 확장성의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 Ⅳ-1-10] 프랑스 수출시장성 평가결과

○ 프랑스는 그래픽 노블 포맷의 BD 출판만화 전통이 강하고, 독자들이 물리 매체에 대한 선

호도가 강한 점이 웹툰 수출의 최대 장벽이나 현지 웹툰 사업자의 노력과 망가 독자층에 힘

입어 단기 수출 가능성이 확보되고 있음

○ 자국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출현하여 시장 형성을 촉진하거나 델리툰의 역량 확대 또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출 확장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적임

2.9. 이탈리아 시장

○ 이탈리아는 디지털 만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ICT 인프라 보급률이 높으며 망가 리터러시가 

있어 단기 웹툰 수출 가능성에 긍정 요인도 있지만, 성인 남성 중심의 만화 시장과 자국 만

화 전통은 수출 가능성의 부정 요인이 되고 있음

[그림 Ⅳ-1-11] 이탈리아 수출시장성 평가결과

○ 이탈리아는 SNS 이용률이 높고 망가 과공급 우려가 나올 만큼 망가 리터러시도 있으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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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독자 중심의 시장이라는 점과 프랑스나 스페인에 비해 언어권 시장 관점에서 규모가 작

다는 단점이 있음

○ 국내 사업자의 진출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현지에서 규모 있는 웹툰 사업자의 

출현 여부가 시장 형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2.10. 독일 시장

○ 독일은 만화시장의 형성이 뒤쳐져 있다는 점이 단기 수출 가능성의 부정적 요소이지만, 여

성 망가 고객층이 탄탄하고 새로운 미디어를 요구하는 독자의 수요 표출 속도가 높기 때문

에 장기적으로 웹툰 중심의 만화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수도 있음

[그림 Ⅳ-1-12] 독일 수출시장성 평가결과

○ 90년대 이후 소녀 망가가 주류가 된 점과 새로운 시대의 독자들의 수요에 출판만화 사업자

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웹툰 초기 수출 가능성의 긍정적 요소임

○ 독일의 만화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고, 여성 창작자와 독자의 비중이 늘

어나고 있기 때문에, 규모 있는 웹툰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웹툰이 

독일 만화시장의 한 지류를 형성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음

2.11. 스페인 시장

○ 스페인의 만화시장 규모는 한국의 약 3분의 1로 크지 않지만, 한류와 SNS 확산 등으로 초

기 웹툰 수출가능성에 긍정적 요소들이 있으며, 단일 시장보다 스페인권이라는 언어권 서비

스로서 접근해 수출 확장성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그림 Ⅳ-1-13] 스페인 수출시장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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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은 망가의 영향력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아동부터 성인

까지 다양한 독자층이 존재한다는 것이 강점이며, 한류 영향력은 초기 웹툰 수출가능성의 

긍정 요인이 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스페인 웹툰 시장의 조성을 주도할 규모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필요한데, 현재

로서는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일본 코미코의 사업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2.12. 브라질 시장

○ 브라질의 만화시장 규모는 한국의 약 5분의 1 이하로 크지 않지만, 한류와 SNS 확산 등으

로 초기 웹툰 수출가능성에 긍정적 요소들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2억 명 인구 기반의 거대 

시장 진입을 위한 단계적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음

[그림 Ⅳ-1-14] 브라질 수출시장성 평가결과

○ 브라질은 주로 아동 층을 중심으로 만화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소년 망가 중심이기 때문

에 단기 수출가능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요소가 있지만, 한류의 인기와 높은 SNS 이용률 등

은 초기 웹툰 수출가능성의 긍정 요인이 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우처럼 브라질에도 단기간에 모바일 중심의 만화시장이 형성될 가능

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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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전략의 방향성 

1. 시장 세그먼트

○ ‘단기 수출 가능성’과 ‘장기 수출 확장성’을 양축으로 12개국 시장성 평가 결과를 종

합 비교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그림 Ⅳ-2-1] 12개국 수출시장성 평가 비교

○ 시장성 평과 결과의 종합 비교는 S-W 분석 결과 나타난 요소별 크기의 총합의 차이, 그리

고 O-T 분석 결과 나타난 요소별 크기의 총합의 차이를 토대로 수행하였음

Ÿ S-W-O-T 범주의 항목별 평가에서 ‘상’을 3점, ‘중’을 2점, ‘하’를 1점으로 적용하면, 
항목별 평가의 합은 최대 9점이 되고 최소 3점이 되는데, S의 합과 W의 합의 차이로 단기 수출 가
능성의 정도를 추정하였으며, 다시 O-T의 합의 차이로 장기 수출 확장성의 정도를 추정하였음

Ÿ 예를 들어 브라질 시장의 경우 S 항목의 합은 ‘5점(1+3+1)’이고 W 요소의 합 역시 ‘5점
(1+1+3)’이므로 단기 수출 가능성의 크기는 ‘0’으로 보았고, O 항목의 합은 ‘4점(1+1+2)’이고, 
T 항목의 합은 ‘6점(1+3+2)’이므로 장기 수출 확장성의 크기는 ‘-2’로 보았음

Ÿ 12개국 단기 수출가능성의 크기 결과는 ‘-1∼4’의 편차를 보였으며, 이를 3구간으로 나누어 ‘-1∼
0’ 구간을 ‘下’로, ‘1∼2’ 구간을 ‘中’으로 ‘3∼4’ 구간을 ‘上’으로 분류하였음

Ÿ 12개국 장기 수출확장성의 크기 결과는 ‘-2∼3’의 편차를 보였으며, 이를 3구간으로 나누어 ‘-2∼
-1’ 구간을 ‘下’로, ‘0∼1’ 구간을 ‘中’으로 ‘2∼3’ 구간을 ‘上’으로 분류하였음

Ÿ 수출시장성 종합 평가 결과 ‘단기 수출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일본>과 <중국>이
었으며, ‘장기 수출확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프랑스>와 <인도네시아>로 나타났음

○ 웹툰 수출의 목적이 협소한 내수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즉 수익의 

확대와 시장의 확대가 우선 목표라고 할 때, 수출시장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12개국을 다음

의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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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2] 수출시장성 평가에 따른 12개국 시장의 세그먼트

2. 시장 타게팅

○ 시장 세분화 결과 그루핑 된 4개 시장 중 우선 타게팅은 ‘수출 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

고 설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인데, 현재 전세계적으로 웹툰 산업이 이제 막 형성되는 시점이

고, 수출의 목적이 수익 및 시장의 확대라는 구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임

○ 단기 수출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국가가 세계 만화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점도, 수출가능성에 초점을 둔 타게팅이 필요한 이유

○ 웹툰 글로벌화가 가장 큰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일본>과 <중국>이 장기적으로는 수출 확

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시장선점’ 목표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일본>과 <중국> 시장은 한국 웹툰업계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데, 결국 칼

날이 아닌 칼자루를 쥐기 위해서는 ‘시장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두 시장에서의 성과

가 전체 웹툰 수출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에서 수출 역량을 고도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시장선점 목표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출기반 강화 시

장’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며, 1차 목표 시장에서 시장선점 효과를 

거두는 것이 곧 수출기반을 강화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음

3. 시장 포지셔닝

○ 웹툰 수출의 기본 전략 방향은 수출 가능성을 높여 수출 기반을 강화한 후 수출 확장성의 

기회요인 활용을 극대화하여 수익창출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며, 각 세그먼트별 현재 포지셔

닝에 따라 수출가능성 확대와 수출확장성의 순서대로 전략 방향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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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 각 세그먼트별 전략의 방향성

○ 수출시장성 평가요소 12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능성 확대를 위해 한국측이 영향

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는 ‘웹툰 리터러시 확대’이며, 수출확장성 확대를 위해 주도적

으로 할 수 있는 요소는 ‘망가 독자층과 팬덤’ 공략과 ‘IP 비즈니스’ 확대임

[그림 Ⅳ-2-4] 각 세그먼트별 포지셔닝 이동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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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ERRC 실행전략 

○ 전략 방향성에 맞게 웹툰 수출 목적을 달성하려면 수출가능성과 수출확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차별화 요인의 도출이 필요한데, 본 과업에서는 블루오션82) 창출을 액션 프레임워크

인 ‘ERRC’ 실행전략을 적용하였음

Ÿ ERRC는 경쟁이 없이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분석기법으로 기존 업계의 경쟁요소 중 불필
요한 것은 제거하고, 과한 것은 감소시키고, 고객의 가치는 향상시키며, 혁신을 통해 없는 
것을 생성하는 것임

1. 제거(Eliminate) 요소

○ 시장성 평가를 위한 12가지 평가요소 중 ‘제거(Eliminate)’해야 할 요소는 ‘웹툰 번역 

전문집단의 부재’로, 바꿔 말하면 수출상품의 기본 자격 요건인 번역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자원을 투입해야 함

Ÿ 만화 번역은 언어적 번역뿐 아니라 그림의 번안이 필요하기도 하며, 말풍선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양국 언어와 문화는 현지 만화 문화에 정통한 이해가 있는 
집단이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작업임

Ÿ 12개 평가요소 중 장기적으로 제거(Eliminate)해야 할 것은 ‘악의적 불법번역 사이트’
인데, 팬심에 의한 번역 등은 단기적으로 웹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나, 시장이 어느 정
도 형성되고 나면, 유료 수익 규모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2. 감소(Reduce) 요소

○ 시장성 평가를 위한 12가지 평가요소 중 ‘감소(Reduce)’ 요소는 없으나, 해외진출 사례

분석에서 도출된 감소 요소는 ‘초기 수출비용’에 관한 플랫폼과 저작권자의 마찰임

Ÿ 중소 플랫폼 입장에서는 다양한 테스트를 하기에는 소싱 비용과 번역비용을 감당하기 힘
든데, 번역비용은 상품 판매를 위한 최소한의 투입 비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작품 소싱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전향적 입장을 기대하게 됨

Ÿ 이는 물론 작가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MG를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자
신이 없다면 수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소싱 이후 판매 실적이 어떻든 그
것은 플랫폼의 책임이고 작품 소싱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 양측의 입장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초기 수출비용 감소’는 명확한 컨센서스가 필요한 

부분인데, 웹툰 수출 확대가 한국 만화산업 성장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장기적으로 수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스탠스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음

Ÿ 만일 웹툰 수출 과정이 비용 상의 이슈로 지연된다면, 이는 불법번역 본이 만들어져 유포
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결국 웹툰 수출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함

Ÿ 어느 일방에 유리한 수출 계약조건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플랫폼의 규모와 작
가의 상황에 따라 케이스 별로 유연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체 한국 웹툰 수
출의 장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82) 김위찬 & R Mauborgne, <블루오션 전략>,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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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상(Raise) 요소

○ 시장성 평가를 위한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수출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장 향상시켜야 

할 요소는 웹툰의 ‘퀄리티’인데, 이는 창작자 개인 차원의 역량 강화가 아니라 퀄리티 있

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국내 웹툰 생태계 전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함

Ÿ 웹툰 창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전문 편집 인력의 양성, 만화가들의 창작 환경 
개선 노력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시장성 평가를 위한 12가지 평가요소 중 ‘향상(Raise)’해야 할 요소는 ‘웹툰 리터러

시’와 ‘親韓 웹툰 플랫폼의 영향력’임

Ÿ 이런 측면에서 웹툰 초기 독자들이 망가 독자들 속에서 나온다는 점에 주목해, 현지의 망
가 독자층 및 팬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웹툰 리터러시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웹툰 소비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때 ‘親韓 웹툰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를 지

원하는 것은 한국 웹툰의 안정적 수출 채널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4. 생성(Create) 요소

○ 웹툰 수출을 블루오션으로 만들기 위해 ‘생성(Reduce)’해야 할 요소는 한국 만화업계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글로벌 IP 비즈니스 생태

계와 연계하는 것임

Ÿ 한국 웹툰업계의 개선점으로는, 생산 측면에서 보면 주간 단위 웹툰 연재 환경에서 기획력
이 뒷받침된 작품이 나오기 어렵고 작가적 역량이 소모될 뿐이라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됨

Ÿ 유통 측면에서는 대형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점차 창작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강
요당하고 있고, 에이전시 등의 역할도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향후 웹툰은 글로벌 경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한국 웹툰 업계를 둘러싼 환경도 글

로벌 생태계와 연결될 가능성이 큰데,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생태계의 

생성’은 필수 요건임

Ÿ 일본 만화업계의 웹툰 전향과 중국 IT 대기업들의 웹툰 창작 지원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
하는 것은 조만간 웹툰 주도권을 향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시사함

Ÿ 웹툰 주도권 경쟁은 국내 웹툰 생산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과거 출판만화 시
절의 일본 만화업계 편입이, 일본 웹툰계 혹은 중국 웹툰계 편입으로 재현될 수 있음

○ 건강한 웹툰 생태계의 생성은 또한 IP 비즈니스 생태계라는 보다 큰 그림 하에서 유기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Ÿ 이제 국내에서도 A-C-G 혹은 미디어 믹스나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웹툰 
생태계와 여타 IP 비즈니스 생태계를 적극 연계하는 속에서 웹툰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업자들의 등장이 필요함

Ÿ IP 비즈니스의 활성화가 이루어질수록 IP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고, 그 속에서 
만화산업의 가치에 대한 재조명과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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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4P 전략 

1. 상품(Product) 전략

○ 제Ⅱ장 4절 만화 수출의 대상에서 현실적으로 현재 산업적 의미의 수출이 가능할 만큼 작

품이 생산되고 있는 것은 웹툰뿐이고, 수출 주체의 역량이나 수출의 용이성 및 확장성 측면

에서도 출판만화보다 웹툰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 웹툰 장르 중에는 현재 수출 초기시장에서 드러난 현상만 놓고 보면 ‘로맨스’와 ‘드라

마’ 장르의 비중이 높고, ‘학원물’과 ‘액션물’에 대한 선호도 높게 나타나는 편

Ÿ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의 주요 웹툰 플랫폼들(한국계, 현지 플랫폼포함)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핵심 독자층이 10∼20대 여성이라는 점이며, 이런 독자층의 특성이 선호 
장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Ÿ 드라마 장르와 로맨스 장르는 여성 독자 친화성도 있지만, 유료화 관점에서 다음 화에 대
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켜 결제를 이끌어 내기에 용이한 장르라는 장점이 있어 웹툰의 상품 
전략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음

2. 가격(Price) 전략

○ 국내에서 만화 유료화 모델이 정착되고 있고, 만화 수출의 목적이 내수 시장 한계 극복을 

위한 수익 확대에 있기 때문에, 웹툰 수출의 기본 가격 전략 역시 ‘유료화’와 ‘기다리면 

무료’ 정책임

○ 웹툰 수출이 좀 더 활성화되고, 추가적인 2차 판권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무료 서비스-2차 판권’을 기본 수익모델로 시도해 볼 필요는 있음

Ÿ 중국의 경우 아직 유료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지만 영화, 게임, 캐릭터 사업과 연계한 
IP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영화화 등에 자신이 있는 경우 무료로 서비스하여 조
회수를 높여 인지도를 획득한 후 2차 판권 비즈니스를 시도하는 모델도 가능함

○ 수출 작품의 라인업 구성이 풍부해진다면, 여타 콘텐츠 서비스에서 보편적으로 시도되고 있

는 월정액제 서비스도 시도해 볼 수 있음

Ÿ 출판만화를 디지털로 컨버전한 디지털 만화의 경우 월간 정액제 서비스 모델은 상당수 존
재하고 있음

Ÿ 웹툰의 경우 유료로 돈을 지불하고 볼 만한 상품의 수가 충분한가라는 문제로 인해 아직 
시도되고 있지 못하지만, 점차 작품성 있는 웹툰들이 많아진다면 시도해 볼 수 있는 모델

Ÿ 프랑스 델리툰의 경우 월간 ARPU가 약 9유로(한화 1만 2천원)로 나타나는데, 이는 글로
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평균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월정액제 요금인 10달러를 상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작품 라인업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월정액제 서비스 시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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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Placement) 전략

○ 웹툰은 플랫폼을 통해서만 유통되므로 채널 형태로 보면 단순하지만, 유통 전략 측면에서는 

‘비독점 동시 유통’이 주요 의사결정요인이 됨

Ÿ 통상 웹툰은 플랫폼과 독점 연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모든 플
랫폼들에서 동시에 서비스되는 경우와 비교해, 종종 만화산업의 시장 규모를 제약하는 요
인으로 거론되기도 함

Ÿ 해외 수출의 경우는 비독점 동시 유통이 가능한데,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등으로 수출
할 경우 시장 간에 독자들의 상충이 없어 비독점이 가능하며, 실제 <허니블러드>의 경우 
글로벌 비독점 동시 연재를 성공시킨 바 있음

Ÿ 한 국가 내에서도 비독점 동시 연재를 고려할 수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처럼 내수 시장이 
크고 자국 웹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연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Ÿ 중국에서는 양대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한국 웹툰 소싱 기회가 줄어든 3위권 이
하의 플랫폼들이 비독점 다수 플랫폼 동시 유통을 유인책으로 한국 작품 소싱에 나서고 있
는데, 장기적으로 수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4. 프로모션(Promotion) 전략

○ 웹툰 해외 프로모션 전략의 키워드는 ‘망가 팬덤’과 ‘SNS’로 초기 웹툰 유입 고객층

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

Ÿ 망가 독자, 특히 일본 소녀 망가에 리터러시가 있는 여성 독자들을 중심으로 웹툰을 발견
하고 자발적으로 소비하는 현상이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Ÿ 따라서 망가 팬덤을 통한 로맨스 장르 웹툰 중심의 홍보는 단기적으로 웹툰 수출 효과를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프로모션 전략임

Ÿ SNS와 스낵컬처 소비 과정에서 웹툰으로 유입되는 것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므
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보다 다양한 웹툰 홍보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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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 장 지원정책의 방향

1절 지원의 목표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1.1. 글로벌 만화시장의 변화

○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전세계 출판만화 업계는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수용해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을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 글로벌 만화 시장이 변화 모색을 강요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한국 만화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출판만화 업계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웹툰’이라는 무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1.2. 글로벌 웹툰 시장 본격화 조짐

○ 현재 웹툰은 진정한 글로벌 콘텐츠로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간 한국의 노력에 힘입어 일본과 중국의 만화업계가 웹툰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Ÿ 일본은 최근 한국 사업자들이 개척해 온 웹툰 시장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이 명확
해지면서 웹툰 시장 참여를 본격화 하고 있음

Ÿ ‘또 하나의 세계 시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한국의 웹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 
역시 웹툰의 글로벌 확산을 촉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

Ÿ 일본과 중국이 얼마나 신속히 웹툰으로 전환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혼자서 개척하던 시기
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글로벌 웹툰 시장이 형성될 호기가 도래하고 있음

1.3. 글로벌 웹툰 경쟁의 서막

○ 전세계 만화시장이 웹툰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잉태되었다는 점은 분명 한국 만화업계

로는 호기이나, 동시에 이제 웹툰을 한국만의 콘텐츠로 내세울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을 놓

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함

Ÿ 한국 웹툰이 경쟁해야 할 대상은 절대 만만치가 않은데, 만화 강국인 일본은 말할 것도 없
거니와 중국 창작자들의 역량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어 언제까지 중국이 한국 웹툰이
라는 이유만으로 수입을 할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음

2. 수출과 내수 동시 지원

2.1. 글로벌 웹툰 시장 주도의 필요조건

○ 한국 웹툰의 글로벌화를 위한 기회와 위기 요인이 동시에 도래하고 있다면, 한국 만화업계

에 필요한 것은 초기 주도권을 확보하여 기회 요인을 극대화함으로써 위협 요인을 제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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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화시키는 것임

Ÿ 반대로 초기 주도권 확보에 실패한다면 위협요인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현 단계 웹툰 수
출 지원 정책은 ‘나우 오어 네버(Now or Never)’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가지고 수립 
및 실행하여 나갈 필요가 있음

○ 웹툰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만화=일본’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된 것

처럼 ‘웹툰=한국’이라는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는 웹툰 작품의 경쟁력이 담보될 

때 가능한 것임

Ÿ 이는 웹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 산업으로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과 
정책의 수립과 함께, 산업 내부적으로 수준 높은 작품의 지속적 생산 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 정책의 수립이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함

2.2. 수출과 내수, 동전의 양면

○ 제Ⅰ장과 제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웹툰의 수출과 내수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므로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조망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웹툰 수출 지원’과 ‘내수시장 

확대’를 양대 목표로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Ÿ 내수의 한계로 인해 수출을 추진하지만, 그 수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의 토대가 먼
저 강화되어야 하며, 내부 토대가 허약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수출은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 오히려 내부 토대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Ÿ 지속가능한 수출 성과는 고품질의 상품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
이므로, 산업 내부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곧 근본적인 수출지원 정책이 된다는 점을 인
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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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웹툰 수출 지원 정책

1. 웹툰수출 지원의 목표

○ 웹툰 수출 지원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한국 웹툰 수출의 채널이 확실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내수시장 한계 극복’이라는 웹툰 수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

○ 웹툰 수출 지원 정책은 제 Ⅳ장 수출시장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시장 세그먼트에 따라 ‘단

기 시장선점 목표’ 시장과 ‘장기 수출기반 강화’ 시장을 분리하여 두 갈래로 마련하되 

단기 시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Ÿ 시장 세그먼트에서는 1차 시장선점 목표 시장으로 일본과 중국을 분류하였는데, 이 두 국
가를 겨냥한 수출 지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Ÿ 일본과 중국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국가가 가진 시장규모와 전세계 만화 시장에서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 때문이며, 만약 이 두 국가에서 한국 웹툰이 ‘상수’로 자리잡을 
수 있다면 곧 한국 웹툰의 글로벌 주도권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임

Ÿ 그러나 반대로 일본과 중국 시장이 한국 웹툰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고, 자국 웹툰 시장을 
확실히 구축한 후 해외 진출을 시도한다면, 한국은 가장 큰 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
을 넘어서 웹툰 수출 자체가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음

○ 웹툰 수출 지원 정책의 목표를 굳이 정량화할 필요도 없고 현 단계에서는 가능하지도 않지

만,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그 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2천 년대 

한국 만화 수출 붐 때의 실적을 지향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Ÿ 2천년대 중반 한국 만화는 일본, 미국, 유럽, 남미 등으로 활발히 수출되었으며, 프랑스의 
경우 2006년에 프랑스에서 출간된 만화 종수 중 한국 만화가 15%를 차지한 바도 있음

Ÿ 현재 웹툰 수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약 10여년 만에 다시 시도되고 있는 한국 만화의 
수출인데, 그때와 지금 웹툰의 사업 환경은 매우 다르므로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당당히 세계 만화시장의 한축을 이루겠다는 목표지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그림 Ⅴ-2-1] 웹툰 수출 지원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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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 시장선점 시장’ 지원정책

2.1. 일·중 시장 집중 공략 TFT 운영

○ 웹툰 시장이 본격 형성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 시장에서 한국 웹툰의 수출 성과를 단기적으

로 극대화함으로써, 일본 시장 내 한국 웹툰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 전략 태스크포스팀

(Task Force Team)의 운영을 제안함

Ÿ 일본 만화시장이 웹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나, 그동안 일본 웹
툰시장은 라인웹툰, 코미코, 픽코마 등 한국 기업들이 주도해 왔으며, 일본 대형 만화출판
사들이 웹툰으로 전환하는 데는 길지 않으나마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임

Ÿ 중국도 최근 IP 비즈니스 자본의 웹툰 창작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창작자들의 역량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이나, 아직은 스토리와 연출 면에서 한국
과 격차가 있어 한국 웹툰 학습에 대한 의지가 높은 편임

Ÿ 즉, 일본과 중국 시장을 확실히 공략할 수 있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한국 웹툰에 주어진 
셈인데, 이 기간 동안 현재의 수출 성과를 확대하고 각 시장 내에서 한국 웹툰을 강력한 브
랜드로 포지셔닝 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는 TFT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TFT의 미션

○ 일·중 시장 집중 공략을 위한 TFT의 미션은 현지에서 통할 수 있는 웹툰을 선정해, 완벽

한 번역을 지원하여 플랫폼에 공급하는 것임

Ÿ 한국계 기업인 코미코, 픽코마 등이 국내 웹툰 수입을 확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
싱 비용 문제, 즉 번역비와 MG에 대한 부담 때문임

Ÿ 코미코의 경우는 현지 웹툰 작가를 양성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이들이 빠르게 
웹툰에 적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국내 웹툰
을 굳이 수입할 이유는 점차 줄어들 것임

Ÿ TFT의 1차 미션은 이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일본시장에서 확실히 통
할 수 있는 웹툰 작품을 선정하고, 전문 번역팀과 함께 웹툰의 완벽한 번안과 감수를 책임
지고 수행하는 것임

Ÿ 번역비용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원하게 되는데, 기왕에 전개하고 있는 만화 번역 지원
사업을 TFT의 번역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Ÿ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한다면 번안되어 공급되는 웹툰 작품에 대한 MG를 플랫폼을 대
신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83) 

Ÿ 만일 MG 지원이 어렵다면 진흥원이 먼저 MG를 지급하고 추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플랫
폼으로부터 선지급금 만큼 상환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83) 프랑스의 경우 만화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 수출대상국의 출판사가 지급해야 할 선인세를 프랑스 정부가 일부 지원함으로써 프랑스 만화의

수출이 촉진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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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2] 일·중 집중 공략을 위한 TFT의 역할

○ 작품 선정 기준은 현지에서 확실한 시장성과를 낼 수 있는 장르의 작품이 우선적으로 선발

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할 것인데, 가령 현재 일본과 중국에서 인기도가 높은 ‘드라마, 연애

물, 학원물, 호러’를 4대 중점 지원 장르로 설정할 수 있음84)

Ÿ 어떤 플랫폼에 공급할 것인가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인데, 번안된 웹툰은 기본
적으로 코미코, 픽코마 등 유료 웹툰 플랫폼에 비독점으로 동시 연재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일본 독자들이 접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

Ÿ 플랫폼 공급은 반드시 한국계 기업의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TFT의 
판단에 의해 일본 기업의 플랫폼을 포함해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플랫폼에 공
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면 될 것임

○ TFT의 수출 작품 선정은 오리지널 웹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리마스터링을 통

해 웹툰으로 전환될 수 있는 출판만화도 포함시켜, 출판만화에 대한 수출 지원의 효과를 동

시에 도모할 수 있음

2.3. TFT의 구성

○ TFT는 한국과 일본 혹은 한국과 중국의 만화산업에 모두 정통하며, 웹툰 수출 비즈니스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함

○ 공공 섹터의 지원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

을 활용하는 것은 일반화된 방식이거니와, 최근에는 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확산

되고 있기 때문에, 만화수출 지원에서도 민간 주도 TFT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장기 기반강화 시장’ 지원정책

○ ‘장기 기반강화 시장’은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및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을 의미하며, 지원정책의 방향은 현지 웹툰 시장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지원

84) 이 4대 장르는 현재 웹툰의 주요 독자층인 10～20대 여성층의 선호 장르이며, 동시에 다음 화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켜 유료 결제를 유도하

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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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맞춰져야 함

Ÿ 결국 장기 기반강화 시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의 목표는 국내외의 사업자들이 그 나라
에서 웹툰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현지에서 웹
툰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접점을 넓히는 데 두어야 할 것임

3.1. 망가 팬덤을 겨냥한 웹툰 홍보

○ 웹툰 초기 독자들이 망가에 친숙한 10∼20대 여성들이라는 점은, 망가 팬덤 대상 웹툰 홍

보가 현 시점에서 웹툰 수출의 장기 기반강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지원정책임을 시사

Ÿ 여성 망가 독자들을 타게팅 한 웹툰 홍보의 장점은 이들 독자층은 커뮤니티 유대감이 강하
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다른 여성 망가 독자들을 웹툰으로 유입시키는 촉매제로 작동할 수 
있으며, 남성 독자들에 비해 충성도가 높아 장기적인 웹툰의 독자가 될 수 있음

○ 현재 글로벌 웹툰 홍보는 주로 유명 국제 도서전이나 국제 만화 페스티벌 등을 통해 전개하

고 있지만, 일본 망가를 테마로 코믹 마켓이나 규모 있는 코스프레 이벤트 등 망가 팬덤의 

행사에 적극 참여해 웹툰을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Ÿ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전파하
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며, 만일 이들에게 웹툰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수십만 명의 웹툰 
홍보대사를 만들어 내는 일임

3.2. 바이럴 마케팅 지원 사이트 운영

○ 웹툰이 10∼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스낵컬처 맥락에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은 지속적인 온라인 마케팅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임

Ÿ 소셜 미디어는 이제 사람들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 역시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공유와 전
파 특성을 활용한 ‘바이럴(Viral) 마케팅’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

[그림 Ⅴ-2-3] 영어권 웹툰 서비스 태피툰의 페이스북 마케팅 사례

자료: TappyToon Facebook Page



274

○ 한국만화영상진흥원도 한국의 웹툰업계 소식이나 소개하고 싶은 웹툰을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다국어 사이트의 운영을 고

려해 볼 수 있음

Ÿ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디지털 만화규장각 사이트와 ‘K-웹툰 플랫폼’ 서비스 운영 방식
을 SNS 활용에 맞게 수정하고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한국 웹툰 글로벌 
홍보 채널을 구축할 수 있음

Ÿ 사이트가 구성되고 나면 각 국가별 주요 망가 커뮤니티나 소셜 분석을 통해 식별한 각 국
가별 만화 콘텐츠 소비 분야의 파워 유저들과 관계 맺음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임

Ÿ 수만∼수십만 명의 SNS 팔로워를 거느린 파워 유저들이 수시로 한국 웹툰을 포스팅 할 수 
있는 마케팅 머티리얼을 제작해 보급한다면 상시적이고 효과적인 온라인 웹툰 홍보 채널
이 구축될 것임

[그림 Ⅴ-2-4] 소셜 분석으로 식별한 스페인 망가 시장의 파워 유저

자료: klear.com

3.3. 친한(親韓)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마케팅

○ 웹툰 시장이 형성되려면 결국 웹툰 이용의 미디어가 되는 플랫폼이 강력한 마케팅을 구사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공 섹터는 현지의 웹툰 플랫폼들과 웹툰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공

동 마케팅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음

3.4. 해외 중소 플랫폼과 에이전시 지원

○ 현지 플랫폼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중소 플랫폼 및 에이전시에 대한 지원

정책의 마련임

Ÿ 현지 플랫폼과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려는 목적이 현지 웹툰 시장 형성과 활성화를 촉진시
키는 것이라면, 같은 이유로 현지 웹툰 시장 개척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국내 웹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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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에이전시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임

3.5. 번역지원 제도의 개선

○ 현재의 번역 지원사업은 번역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한

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직접 전문 번역집단을 구성하여 번역을 지원하거나, 최소한 번역 결과

물에 대해 교열과 편집을 거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번역 지원제도 개선을 앞서 언급한 중소 플랫폼 지원 정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

인데, 전문 번역인력을 보유한 중소 웹툰 플랫폼에 번역을 의뢰하고 그 작품이 플랫폼에 연

재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중소 플랫폼을 통해 번역지원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운영비용 경감이나 번역품질 확

보라는 즉각적 효과와 함께, 웹툰 수출의 속도 제고와 다양한 장르의 웹툰 수출 촉진이라는 

보다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Ÿ 만약 번역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비용을 일부 경감할 수 있다면 그 절감 비용을 MG로 전환
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시간을 줄여 불법 번역이 등장하기 전에 정식 번역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함

Ÿ 번역지원 사업을 플랫폼을 통해 수행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플랫폼 지원이나 번역 지원을 
넘어 수출 기회 창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음

3.6. 현지 작가 웹툰 멘토링

○ 현지 웹툰 시장이 조성되려면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현지 창작자들이 수준 높은 웹툰을 생

산해내야 하므로, 현지에서 웹툰 작가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초기에 한국측이 멘토링을 지

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함

Ÿ 현지 작가를 통해 현지인의 취향을 겨냥한 다수의 화제작과 수준 높은 작품이 나오지 못한
다면 웹툰 플랫폼은 형성되기 어렵고 형성되더라도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Ÿ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플랫폼들의 현지 웹툰 작가 양성 노력과 별도로 공공 섹터에서 현
지 웹툰 작가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Ÿ 12개국 만화시장 조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출판만화 시장이 강한 국가는 디지털 만화 시
장이 지연되어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만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만화 출판의 기회가 
적은 곳, 특히 망가 수입량이 많아 자국 만화 출판량이 적은 곳에서도 작가들이 다양한 온
라인 만화를 시도해 보고 있음

Ÿ 이들 작가들 중 웹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초빙하여 웹툰 창작 및 연출방법 등
에 대한 교육과 함께 웹툰의 수익모델, 웹툰 작가로 데뷔하여 수익을 얻는 방안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웹툰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런 면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준비 중인 프랑스 작가들에 대한 웹툰 멘토링 사업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음

Ÿ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018년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참여해 앙굴렘 지역의 아카데
미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고, 또한 직업 만화가들을 대상으로도 멘토링을 실행할 계
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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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내수시장 확대 방안

1. ‘내수 한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내수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고민은 우선 ‘내수 시장은 과연 한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

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함

Ÿ 콘텐츠 산업이 내수만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인구 1억 명이라고 하지만, 한
국 영화는 이러한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글로벌 배급사들이 한국을 최초 개봉 국
가로 지정할 만큼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Ÿ 만화산업 역시 인구 5천만 명 시장이라는 것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로 규정짓고 수
출 등 외부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내수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민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2. 내수 수요 확대 방안

2.1. 고객 외연의 확대

○ 내수 시장을 확대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만화에 대한 수요를 확대한다는 것이며, 수요 확대

를 위해서는 우선 고객의 외연을 확대해야 함

Ÿ 웹툰의 코어 유저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웹툰은 출판만화보다 충성도가 낮으며 웹툰
을 만화여서 무조건 보는 사람의 비중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함

Ÿ 웹툰의 코어 유저층이 단단하지 않다면 방법은 라이트 유저층을 더욱 확대하는 것인데 
웹툰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흥미로워서’ 웹툰
을 읽으려는 새로운 독자층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기존에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되던 채널에서 더 이상 고객 유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웹툰

의 확장은 기존에 웹툰을 소비하지 않던 층에서 독자층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함

Ÿ 웹툰이어서 보는 사람들 바깥을 끌어들여야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국내 출판만
화 시장에서 수퍼히어로 그래픽노블의 판매가 증가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음

Ÿ 시공사 등이 주도해 그래픽노블을 국내에 들여오기 시작한 건 2010년대 들어서이며 수
퍼히어로물뿐 아니라 독특한 필체와 세계관을 지닌 그래픽 노블 작품들을 소개해 왔지만 
최근 1∼2년간 매출이 급증한 것은 어디까지나 마블의 영화가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

Ÿ 즉 그래픽 노블이라거나 수퍼히어로 만화여서가 아니라, 마블 로고와 아이언맨, 토르 등
이 찍힌 티셔츠를 사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같은 감정으로 그래픽노블 만화책을 구
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Ÿ 웹툰이 기존 출판만화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만화시장을 창출해 왔다면, 웹툰은 이
제 기존 만화 독자가 아닌 새로운 독자층을 유입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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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니어 웹툰 고객의 유지

○ 웹툰의 역사가 10여 년이 넘었고, 웹툰 유저의 충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기 

웹툰 고객을 어떻게 계속 웹툰의 고객으로 남게 하는가는 내수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

Ÿ 웹툰의 역사가 10년을 넘어 20년을 향해가고 있다는 점은 초기 웹툰 독자 중 30대 이상
은 이제 점점 웹툰의 독자층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내수 수요를 확대하려면 
이들 시니어 웹툰 독자층을 유지하면서 신규 독자층 유입에 성공해야 함

Ÿ 결국 40대 이상 고연령대의 웹툰 독자들을 계속 붙잡을 수 있는 콘텐츠의 창작이 필요하
며, 이들을 대상으로 만화 매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시니어 웹툰 고객이 중요한 이유는 지불 여력이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같은 수의 고객 기

반 규모로 비교하면 저연령층에 비해 고객으로서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

Ÿ 시니어 웹툰 독자층이 마케팅 측면에서 유의미한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웹툰 플랫
폼 후발주자로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중인 ‘저스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Ÿ 저스툰은 대형 스케일로 기획된 고연령대 대상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다른 웹툰 
플랫폼들처럼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이 아닌 콘텐츠의 힘으로 독자의 반향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례임

○ 시니어 웹툰 고객을 겨냥한 사업 전략은 앞서 언급한 ‘고객 외연의 확대’와도 일맥상통

하는 것인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 웹툰은 기존에 만화를 읽지 않던 일반도서 독자들

을 웹툰으로 유입함으로써 새로운 독자층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

2.3. 어린이 웹툰 시장의 계발과 만화교육 강화

○ 시니어 웹툰 고객 유지와 쌍을 이루는 것은 어린이 웹툰 시장의 계발인데, 어린이 독자는 

고객생애주기가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내수 수요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Ÿ 2000년대 중반 한국 만화시장이 침체를 겪을 당시 학습만화로 활로를 모색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어린이 웹툰 시장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Ÿ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또 어떻게 급변할지 예측할 수 없고 미래의 어린이들이 웹
툰이나 만화를 당연히 접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적극적으로 웹
툰 독자로 유입하려는 노력은 서둘러 전개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웹툰 독자 계발의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

로 한 ‘만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Ÿ 만화 교육은 단순히 만화 그리기 교육이 아니라 만화 연출 교육, 만화 문법 교육을 의미
하는 것으로 어려서부터 만화라는 미디어를 본질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접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Ÿ 만화 연출교육을 받게 되면 만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서 만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만화의 코어 독자를 양성하고 만화산업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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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여러 세부 분야로 인재가 유입되도록 하는 초석이 됨

2.4. 수익모델의 정교화

○ 고객 외연의 확장과 더불어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고객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익모델을 정교화하는 것임

Ÿ 수익모델의 고도화와 정교화에 따라 한 고객으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두 
배로 할 수 있다면 고객 기반의 두 배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시장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임

○ 웹툰을 스토리 산업의 원천이라 한다면 수익모델의 정교화는 더욱 필요한 부분인데, 트랜

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이 전개될 경우 미디어별 매출이 상호 잠식(cannibalization)되지 않

고 상승효과를 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임

Ÿ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미생>의 사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의 IP가 
여러 미디어로 창작되고 관련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각 미디어별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밸런싱을 잘 해냈다는 점에 있음

Ÿ 서로 상반된 미디어 채널별 요구사항을 절충하며 어느 한쪽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 <미생>의 성공 신화로 결실을 맺게 된 것임

3. 출판만화 지원 정책

○ 현재 만화수출의 대상이 사실상 웹툰으로 모아지는 것은 출판만화의 생산 기반이 매우 취

약해졌기 때문인데, 출판만화는 내수 확대와 수출 확대에 모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토대를 

복원하고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함

Ÿ 고객 외연의 확대와 시니어 웹툰 고객 유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웹툰 독자 이외의 
독자를 만들어 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는 만화가 아닌 도서로 받아들여질 수 있
는 출판만화를 생산하는 것임

Ÿ 지불여력이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출판만화 시장의 활성화는 국내 만화산업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수출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3.1. 창작 지원

○ 작품성 있는 출판만화가 안정적으로 창작될 수 있도록, 작가들이 일정 기간 동안 판매나 

생계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함

Ÿ 유럽 출판만화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 만화산업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그 중 작가 지원 정책의 핵심은 ‘다양한 사전 제작 지원’을 하는 것임

Ÿ 사전 제작 지원은 프랑스 만화 경쟁력의 원천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수입이
나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만화가들이 창작 활동에 일정기간 몰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작
가적 상상력과 창의력의 최대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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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통 지원

○ 기반이 거의 상실된 국내 출판만화의 창작 환경을 복원하려면 우선은 창작 지원이 필요하

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을 지원하여 출판만화로 유입되는 작가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함

○ 현 시점에서 출판만화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 수 있는 지원 방안은 도서관 납본 활성

화에 대한 지원임

Ÿ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 활동 고취와  지식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주관하는 세종
도서 학술부문 선정·보급 사업은 약 320종의 도서를 선정하여 전국의 도서관에 보급하
는 지원 프로그램이나 선정 기준에 만화는 제외되어 있음

Ÿ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출판만화를 대상으로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국 1만 
4천여 개 도서관에 보급하는 사업을 전개한다면 큰 창작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임

3.3. 홍보 지원

○ 출판만화 토대를 복원하고 창작 및 유통 지원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마케

팅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Ÿ 현재 만화산업이 웹툰 중심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혹은 웹툰 플랫폼 업체들
의 역량일 수도 있겠지만 웹툰 비즈니스와 관련한 것은 사소한 일이나 실제 성과는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경우가 빈번함

Ÿ 반대로 출판만화와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해도 별다른 사회적 반향 없이 묻히
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홍보 주체 역량의 문제도 있겠으나, 도서와 만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작용한 면도 있기 때문에 홍보 지원은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출판만화 홍보 지원은 단순히 작가나 작품에 대한 홍보보다는 출판만화 자체가 사회적으

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이 접근이 필요할 것임

Ÿ 가령 드라마 협찬 지원을 통해 여주인공이 카페에서 고급스런 그래픽 노블 만화책을 읽
는 모습이 비춰지게 함으로써, 젊은 여성층 사이에 출판만화 책이 고급스럽고 세련된 패
션 아이템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홍보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4. 저작권 교육 강화

○ 내수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고객과 매출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누수를 막는 것도 있는

데,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이 이루어져야 함

○ 불법 사이트 차단은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소비자들이 불법 사이트의 

이용은 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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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한국 만화산업 발전방향

1. 급변하는 한국 만화산업 환경

1.1. 글로벌 경쟁 및 협업 시대의 도래

○ 글로벌 웹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거대 시장인 일본과 중국이 

한국의 이웃 국가라는 점은 한국 만화산업 생태계가 큰 변화에 휩싸일 수 있음을 시사함

Ÿ 지리적으로 인접한 양 국가에 웹툰 시장이 형성된다면  소비 측면에서는 상호 웹툰 수출
입 경쟁이 벌어질 수 있으며, 생산 측면에서는 공동 생산체계 또는 분업 생산체계가 등장
할 가능성이 있음

○ 과거에 비해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글로벌 비즈니스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

의 산업자본 혹은 금융자본과 국내 생산체계의 결합할 기회는 확대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국 만화산업 생태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임

Ÿ 중국의 IP 비즈니스 사업자들 중에는 한국 웹툰 플랫폼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곳도 있으
며, 국내 에이전시들을 인수하여 안정적인 스토리 공급 라인으로 만들려는 곳도 있음

Ÿ 반대로 한국의 IP 비즈니스 업체들 중에도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 작가들의 작품 IP를 확
보해 사업을 전개하려는 곳도 있음

Ÿ 이런 움직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로 한국 웹툰 생태계와 글
로벌 IP 비즈니스 사이의 관계맺음이 전개될 것인데, 이 관계의 내용과 결과는 한국 만화
산업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임

1.2. 국내 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한 우려

○ 글로벌 IP 비즈니스 업계와 관계맺음의 결과를 한국 만화산업의 기회로 활용할지 아니면 

위협요인이 되게 할 것인지는 순전히 국내 생태계의 대응 능력과 선택에 달려 있음

Ÿ 국내 만화산업의 생태계 기반이 튼실하다면 외국 기업과의 협업은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
로 작용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외국에 시장을 내주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

Ÿ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플레이어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창작자들의 생산 역량이 우위에 있
다면 해외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생산체
계의 하부에 편입되어 창작의 일부만을 담당하는 위치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임

Ÿ 웹툰 플랫폼 사업자나 IP 비즈니스 업체들도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사업
할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고, 국내에서 일궈 온 텃밭을 해외 자본과 사업자게 내주는 결
과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임

○ 한국 만화산업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 오며 웹툰이라는 새로운 만화 장르를 개척하고 해외

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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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플랫폼들과 작가들 사이 힘의 불균형에 의한 발생하는 생태계 불균형 이슈는 현실적

으로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한국 웹툰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

서 플랫폼들의 대승적 대처가 요구된다 하겠음

2. 창의적 협업 생태계

○ 21세기 들어 선진국들은 문화를 창의산업(Creativity Industry)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창

의적이고 협업적인 생태계를 구축되도록 하는데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Ÿ 협업적 생태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속적인 경쟁력의 확보가 소수의 플레이어에 대한 의존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밸류체인 플레이어들이 가진 역량이 모여 시너지를 내
고 다양한 도전과 실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임

Ÿ 또한 다양한 밸류체인 간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밸류체인들 각자가 고르게 역
량을 보유하고 있고 상호 신뢰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협업 촉진 과정에서 밸류체
인별 강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 현재 창의적 협업 생태계의 이상적이 모델로 가장 주목받는 곳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중

심으로 한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임

Ÿ 현재 전세계 대중음악의 새로운 활력은 스웨덴 팝에서 나오고 있는데, 스웨덴 팝의 경쟁
력은 1만여 개의 중소규모 대중음악 기업들로부터 나옴

Ÿ 스웨덴 클러스터가 가진 경쟁력의 원천은 스웨덴의 교육정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초등
학교부터 대중음악 교육을 시작해 중학교 졸업 시점이 되면 간단한 대중음악 작곡 및 평
론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Ÿ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대중음악 전문 고등학교 제도를 두어 음악을 직업적 전망으로 갖
는 학생들이 졸업 후 대중음악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Ÿ 대중음악전문 고등학교의 핵심은 대중음악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되어 운영한다는 것인데, 
클러스터에 있는 많은 뮤지션들은 고등학교 혹은 음악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클러스터로 진출을 하므로 이들은 잠재적 파트너 관계가 됨

Ÿ 클러스터 뮤지션들의 강사 참여는 스웨덴 대중음악의 창의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는데, 뮤지션들은 강사료를 통해 기본 생계 활동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

Ÿ 1만여 개의 소규모 스튜디오에 종사하는 3만여 명의 대중음악산업 종사자들은 생계가 보
장되므로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협력 문화가 조성되
는데, ‘Everybody knows Everybody'는 스웨덴 클러스터를 상징하는 말임

Ÿ 자유로운 협력문화 속에 작곡, 연주, 프로듀싱,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멀
티 플레이어들도 다수 배출이 되고 있으며, 독립성을 가진 수많은 소기업들은 대형 스튜
디오 중심의 미국에 비해 새로운 트렌드를 빈번해 만들어 내고 있음

Ÿ 높은 수준의 음악 창작 인력, 창의성, 연관 산업이 모두 모여 있는 협업의 편의성으로 인
해 스웨덴 클러스터의 글로벌 신뢰도는 급상승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음악 기업들은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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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름 클러스터에 지사를 설립하여 스웨덴에서 나오는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음

○ 창의적 협업 생태계 관점의 모범 공유사례가 스웨덴의 스톡홀름 클러스터라면, 반면교사

로 삼아야 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대중음악 생태계임

○ 현재 한국 웹툰산업은 외형적으로 국내 대중음악산업의 생태계와 유사할 면을 보이고 있

는데, 스웨덴 모델과 같은 창의적 협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만화산업 전체가 중지를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3. 만화진흥위원회

○ 창의적 협력이 가능한 만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것임

○ 이런 면에서 만화 및 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

로, 영화진흥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만화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만화진흥위원회’의 설립

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Ÿ 만화진흥위원회가 설립되면 ▲만화진흥기금의 관리·운용 ▲한국만화 진흥 및 만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만화의 유통배급 지원 ▲디지털 만화와 관련
된 기술 개발과 표준제정 및 보급 ▲한국만화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역만화웹툰 
산업의 균형발전 ▲만화가의 위상 및 권익 증진과 만화 활용범위의 확대 등의 업무를 수
행해 나가게 될 것임

○ 만화진흥위원회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역할 중 ‘만화산업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만화가들에 대한 비즈니스 교육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Ÿ 만화산업 창작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관리하는 전문성
이 절실한데, 우선 필요한 것인 콘텐츠 프로듀싱 및 마케팅 능력임

Ÿ 돈 내고 볼 만한 작품, 글로벌 히트작이 될 수 있는 작품을 기획하고 마케팅 능력까지 갖
춘 PD를 배출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만화진흥위원회는 장기간에 걸친 PD 
양성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함

Ÿ 창작자에 대한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 교육도 만화진흥위원회의 필수 기능으로 포함할 것
을 제안하는데,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활용 교육과 만화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은 
IP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기 때문

4. 세계 속의 한국 만화

○ 글로벌 웹툰 사업 환경의 도래에 따라 한국 만화산업은 이제 수출과 내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미션을 부여받게 되었고, 성공 여부에 따라 한국 만화산업의 미래 모습이 

결정될 것임



Ÿ 수출과 내수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산업 전체가 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어느 특정 밸류
체인만 수출 혹은 내수에서 성과와 영향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성장을 지속시킬 수 없게 될 것임

Ÿ 수출 강화 노력 가운데 내부 산업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향상된 역량을 통해 수출이 
촉진된다면 한국 만화산업은 자생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성을 획득하게 될 것임

[그림 Ⅴ-4-3] 한국 만화산업 발전 방향

4.1. 내부 자생력 강화 방안

○ 한국 만화산업국의 내수 확대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 생태계 균형 발전, 만

화 다양성 복원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또한 만화 수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임

Ÿ 새로운 독자를 만화로 유입하고 만화 독자의 외연을 확장하려면 질 높은 만화의 지속적 
생산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통한 만화 기획 인력의 양성이 필요

Ÿ 생태계의 고른 발전이 이루어질 때 창작자와 사업자간 창의적 협업과 IP 비즈니스 활성
화가 가능해질 것이며, 창작자의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은 자본의 유입과 투자를 촉진

Ÿ 만화산업의 환경 변화 적응력 제고와 더 많은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서는 만화의 종 다양
성 확보가 필요

4.2. 세계성 강화 방안

○ 한국 만화가 글로벌 보편성을 획득하여 세계시장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

면 글로벌 생태계와 적극적인 교류, 글로벌 종 다양성을 내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Ÿ 한국 만화가 글로벌 보편성을 획득하고 세계화될 수 있으려면 우리도 세계 만화와 교류
하는 가운데 로컬리티와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임

Ÿ 이를 통해 한국 만화의 글로벌 수출도 촉진될 것이며, 글로벌 만화의 수용은 한국 만화의 
종 다양성과 고객 외연 확장, 한국 만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