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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만화의 쌍방향성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연구 

: 온라인 만화시장 신 패러다임 연구

이승진

1. 서론

2000년 이후 PC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만화는 온라인으로의 진입을 시작하

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기의 변화가 아닌 만화의 개념적 변화의 시도인 것이다. 문화

의 중심에 서 있는 만화는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미디어와 함께 발전을 지속적

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만화가의 입문 역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변화하

고 있다.

<세계만화시장 규모 전망>1)

단위: 백만달러

출처 : 한국콘텐츠 진흥원(2009년 기준)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판만화시장 6232.4 6063.3 6012 6102.7 6198.6 6309.4 6419.2

디지털만화시장 215.4 237.8 264.3 304.1 360.4 429.5 512.2

합계 6447.8 6301.1 6276.3 6406.8 6559 6738.9 6931.4

 

세계 만화시장은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출판만화시장은

103%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디지털 만화시장은 두배 이상의 238%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1998년, ‘파페포포 메모리즈’, ‘마린 블루스’등의 만화가 온라인으로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온라인 만화를 이해하며 즐기기 시작하였다. 2008

년 8월부터 10개월동안 인터넷 포털 다음에 80회를 연재한 윤태호 작가의 <이끼>는

영화 역시, 2011년 청룡영화제에서 감독상 및 3개의 상을 받았으며, 대종상에서는 9

개의 상을 차지하였다.

포털 사이트 <Daum>의 경우, 한주동안 조회수가 1억 5만회, 이용자 수가 200만

명에 달한다. 인터넷 사용자의 약 10%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로 인해 파급되는 광고

1) 김종욱, <2010년 한국만화동향>,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21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0,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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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또한 상당하다. 이에, 온라인만화에 대한 연구는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본 연구는 만화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만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쌍방향적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문제는

1. 온라인 만화의 시대적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2. 온라인 만화에 드러난 쌍방향적 특징은 무엇인가?

3. 온라인 만화의 쌍방향적 특징이 만화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세가지이다.

2. 온라인만화의 시대적 구분

<온라인 만화의 시대적 구분>

0세대  스캔방식의 디지털 만화

1세대  1990년대 후반, 아날로그 방식과 같은 온라인 만화

2세대  2003년 이후, 스크롤 방식의 온라인 만화

3세대  2009년 이후, ASMD에 기반한 온라인 만화

PC의 등장과 보급화로 인해 아날로그 만화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1990년대 인터넷의 확산과 웹사이트의 커뮤니티 활성화로 인해 온라인 만화라는 새

로운 장르를 선보이게 했다.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의 『2007만화산업백서』2)에서, “온라인 만화는 창작한 만

화를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만화 콘텐츠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국내의 경우 인터넷 만화를 중심으로 온라인 만화가 발달하

였다. 온라인 만화는 출판 매체에서 벗어나 매체의 새로운 확장 차원에서 등장하였

으며, 크게 스크롤 만화(웹툰)와 스캔(뷰어)만화로 구분된다.

1990년대 후반, ‘스노우캣’, ‘마린 블루스’등의 등장으로 인해 온라인 만화 시장은

촉발되었다. 인터넷 초창기 시장이었던 당시, 각 포털 업체는 네티즌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료만화 서비스 경쟁을 벌였고, 이는 현재의 온라인 만화시장을 만들어 내었

다. 이때의 초창기 작품들은 아날로그 만화와 그 형식을 같이하였지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먼저 선보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1세대의 온라인 만화로 분류하였다.

2) 문화관광부(2008), <2007 만화산업백서>, 커뮤니케이션북스,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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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대 온라인만화 : 스캔만화 “나우”와 스캔만화 전용뷰어(왼)3)와

1세대 온라인만화 : “스노우캣”(중앙), 2세대 온라인만화 : 스크롤방식 “순정만화”>

  

2세대의 온라인 만화는, 2003년이후, 초창기 시장의 가로포맷 온라인 만화와는 차

별적인 세로 포맷의 스크롤방식의 온라인 만화로 분류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단지 세로 포맷의 1-4칸의 스크롤 만화였지만, 심승현의 <파페포포 메

모리즈>는 3~4페이지로 스크롤의 활용을 보여주었으며, 2004년 강풀은 미디어 다음

에 <순정만화>를 발표해 세로 스크롤 만화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 일으켰다. 6페이지

를 기본으로 많을 경우 2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이 스크롤 되었다.4)

스크롤 만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아래로의 긴장감’은 많은 작품을 영

화화 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6년 강풀의 ‘아파트’, B급달궁의 ‘다세포 소녀’가 영

화화 되었고, 2007년에는 강풀의 ‘바보’가 영화로, 강도하의 ‘위대한 캣츠비’가 드라마

와 뮤지컬로 제작되었다.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에 연재한 ‘이끼’는 2010년 영화화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상들을 수상하였다.

<‘이끼’ 영화와 만화>

       

3) 유주아,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넷만화의 다양성 연구>,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09, p.17

4) <웹 만화의 표현 양식에 관한 연구 : 스크롤 만화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session II-C : 게임콘텐츠 / 출판콘텐츠, 2007, p.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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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의 3세대 온라인 만화는, ASMD를 기반으로 한 멀티플랫폼 온라인

만화이다. 2009년부터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스마트미디어가 등장함으로 인해 온라인

만화가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전까지의 웹툰-단행본-영화

의 OSMU(One Source Multi Use) 구조를 보였다면, 스마트미디어의 등장은 기술적

특성과 함께 ASMD(Adaptive Source Multi Device)의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만화는 만화 뿐만 아닌 게임, 정보, 음악, 광고등의 이벤트를 함께 멀

티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다.

만화의 시대적 구분은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 변모하며 그 확장성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만화 연구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온라인 만화시장의 쌍방향적 특징

가. 온라인 만화의 쌍방향성

1998년 온라인 만화가 시작한 이후 인기를 끌게 되면서 유료 서비스가 시도 되었

다. 하지만 많은 사이트에서의 유료화는 번번히 실패하게 된다. 유료 온라인 만화 사

이트인, 윤태호 작가의 ‘이끼’가 시작 연재되었던, ‘만끽’이 2007년 초에 오픈 했지만

개설한 지 1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일본의 유명 온라인 만화 사이트인 ‘핸드폰 코믹’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현재에도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다음,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등에서는 온라인 만화

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무료 시장을 통한 온라인 만화의 확장성을 무엇일까?

일본의 게임 개발 업체 Capcom에서 SNS 게임 ‘스머프 빌리지’는 최근 영화 ‘개구

쟁이 스머프’의 개봉에 맞추어 ASMD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스머프 빌리지’ 게임은

겨울테마, 여름테마, 발렌타인 등에 맞추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며 각 테마에

맞는 이미지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3D 영화 ‘개구쟁이 스머프’의 개봉

이 다가오면서 ‘스머프 빌리지’내에 영화관을 건설 할 수 있게 되었고 예고편을 보여

주거나 시높시스, 월 페이퍼와 연결시키는 광고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초기의 온라인 만화는 다양한 매체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인 OSMU 모델을 적

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하나의 콘텐츠가 아니라 매체에 따라 콘텐츠에 맞는 변

화와 융합을 시도하는 ASMD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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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조 앤 새디’ 블로그>

온라인 만화작가 정철연은 마린블루스에 이어 <마조 앤 새디>라는 블로그를 만들

어 연재하고 있다.5) 마조 앤 새디에서는 크고 작은 이벤트를 열어 수용자들의 적극

적 참여를 꾀하고 있다.

마조앤새디 책 출간 기념으로 ‘루이루비’ 사행시 이벤트를 열어 천명이 넘는 사람

이 참여하게 하였으며, 장난감을 사은품으로 사행시 이벤트를 열어 백명이 넘는 참

여를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만화에서 마조가 부른 노래가사를 구독자가 실제 노래

로 만들어 참여하였다.

온라인 만화작가 김희문은 <문스패밀리> 블로그를 운영하며 온라인 만화와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이를 토대로 봉사카툰도 연재 중이다.6) 봉사원정대를 결성하여

고아원이나 양로원등을 한달에 한번씩 방문봉사하고 있다. 문스패밀리는 ‘봉사’와 온

라인 만화의 이중적 결합으로 수용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만화의 쌍방향성>

5) http://blog.naver.com/majosady

6) http://www.moonsfam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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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라인 만화시장의 쌍방향성

온라인 만화의 연재작가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4년사이에 7배가 증가하였다.

현재 네이버에만 80명 이상의 작가가 활동하고 있다. 네이버의 도전 만화가, 다음의

나도 만화가 등 포털사이트에서 아마추어에게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

는 등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길이 출판만화에 비해 쉽게 열려있고, 이를 통해 대중

적 인기도를 쉽게 측정하며 프로만화로 데뷔할 수 있기 때문이다.7)

이러한 특징 때문에 포털사이트와 수용자(구독자) 간의, 작가데뷔 구조 쌍방향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나도만화가’는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업로드 하여, 분기별 심사

를 통해 우수한 작품에 창작지원금이 지급되며 매년 열리는 다음 온라인 만화공모전

과 연재, 정식작가로 데뷔할 수 있다.

창작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준은 추천수 30%, 작화 완성도 30%, 내용의 참신성

30%, 연재 지속성 10%로 전체 작품을 심사한다. 이렇게 심사된 작품 중 만화속세상

담당자 및 작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평가를 통해 1 작품을 최종 선정 한다. 창작지

원작은 지원금 백만원, 다음온라인 공모전 본선 자동 진출권, 작품 프로듀싱의 혜택

이있다.

<Daum ‘나도만화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도전 만화가’에서는 자신이 창작한 만화를 업로드하여, 인기

있는 만화의 순위가 정리되고, 운영진의 평가에 따라 매월 몇 작품씩 베스트 도전에

올라간다. 베스트도전에 올라간 작품들은 역시 인기도와 평가에 따라 정식 네이버

웹툰 작품으로 승격되기도 하며, 네이버 웹툰의 작품이 다음 웹툰으로 캐스팅되기도

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붐’은, 동영상, 그림, 만화, 사진, 자신이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게시판에 올리고,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글에 ‘붐업’을 해

7) 김종욱, <2010년 한국만화동향>,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21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0,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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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붐업 수가 많은 글은 붐 베스트에 오르고 이 중에 몇 가지는 네이버 메인에

노출된다.

<온라인 만화시장의 쌍방향성>

4. 한국 온라인 만화의 미래형 쌍방향적 모델링

<국가별 인터넷 사용률>8)

국가 인터넷 사용자 사용률 전체 인구 인터넷사용자/전체인구

중국 389,000,000 21.39% 약 13억3861만명 29%

미국 245,000,000 13.47% 약 3억382만명 81%

일본 99,182,000 5.45% 약 1억2729만명 78%

독일 65,125,000 3.58% 약 8237만명 79%

한국 39,400,000 2.17% 약 4875만명 81%

대한민국은 인터넷 사용자수가 전체인구의 81%에 달한다. PC와 인터넷을 사용하

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되었다. 신문을 필두로 모든 오프라인 매체가

온라인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만화 역시 대본소와 서점 중심의 단행본 출판만화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변모

하였으며 이에 변화하는 매체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만화를 선보여야 할 것이다. 온

라인 만화역시 시대별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적 전략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 온라인 만화시장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용자(구독자)의 적극적

8) http://deviantcj.tistory.com/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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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필수이다.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설득력있는 작품이 마

련되어야 하고, 시대적 요구에 따른 플랫폼 별로 재구성 된 맞춤형 만화를 제공하여

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플랫폼에 맞는 이벤트를 실시하여 주기적인 관심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만화 자체의 구독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콘텐츠와 연계하여

더욱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것도 방안이라 하겠다.

이러한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수용자는 더욱 더 큰 관심과 기대로 작품에 몰입하

여, 적극적 참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포털 사이트의 인지도 상승 및

아마추어 작가들의 적극적 지원으로 온라인 만화 공간의 다양한 콘텐츠와 작가가 마

련 될 것이다. 또한, 많은 광고가 포털에 요청될 것이고 이의 수익으로 더욱 많은 지

원을 온라인 만화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온라인 만화 강국을 이룰 수 있으며, 나아가 문화산업 발

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대안을 토대로 온라인 만화의 미래형 쌍방향적 모델링을 제

시하고자 한다.

<한국 온라인 만화의 미래형 쌍방향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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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만화 시장은 그 시대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 요구에 맞는 가장 적합화 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화, 온라인 만화의 가장 큰 특징 및 장점은 쌍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온라인 만화는 수용자(구독자)와 만화작품, 만화를 제공

하는 포털과 수용자(구독자)간의 쌍방향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쌍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온라인 만화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지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온라인 만화 콘

텐츠 자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많은 아마츄어 혹은 프로 작가들의 작품이 선행

되고, 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역시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이 모델

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출판만화의 대국이라 평가받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온라인 만화의 대국으

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온라인 만화의 발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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