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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한국의 만화시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의해 장기불황의 위기를 
겪어 왔으며, 점차 그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유통을 
통해 다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만화의 해외 진출이 필요한 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출판만화시장의 위축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만화
의 해외진출은 국내 만화 출판사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만화산업 발전과제로서 계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국내 코믹스 만화 수출시장이 더욱 확대되어, 미국과 유럽 지역까지 한국 
만화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만화 작품이 동남아는 물론 
중국, 미국을 비롯한 여러 영어권, 유럽 지역으로 수출되어 기존에 진출해 있던 일본의 ‘망
가’와 경쟁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단순히 코믹스 만화의 판권을 수출하던 틀에서 벗어
나, 현지의 만화잡지에 한국 작가 의 만화를 연재하거나 국내 만화잡지와 잡지 제휴를 맺
는 형태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해외 국가들에서 한국만화의 온라인을 유통이 현저히 증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쇄본 만화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보고
서에서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의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한국만화 유통실태
와 저작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한국만화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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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해외 3개국에서 우리만화콘텐츠의 저작권침해

사례 발굴 및 분석을 통해 창작자 및 관련 기업의 권리와 저작권 보호를 위함에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그 대응 방안 및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우리만화콘텐츠
의 저작권침해사례 발굴 및 분석을 통해 창작자 및 관련 기업의 권리와 저작권 보호를 위
함이다.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해외 만화저작권침해 사례 발굴 조사

   ㅇ 만화저작물 불법복제 및 유통 구조 현황 조사
     - 인터넷(웹툰)중심, 패키지디스크(DVD, 출판물 등), 기타 불법유통 구조 및 현황 등
   ㅇ 해외 만화저작권 침해사례 및 실태조사
     - 국가별 저작권 침해방식(스캔, 프린트스크린, 사진촬영 등), 형태(전문, 일부분 등), 변

형의 정도(제목, 내용, 이미지 등)에 대한 실태 조사
   ㅇ 시사점 및 정책제안
     - 만화저작권침해에 대한 시사점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제

언
   ㅇ 세부사업제안
     - 정책제언에 다른 단계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 제안
    
    ※ 현지 전문가를 활용한 조사를 통해 자료의 신뢰도 확보
    ※ 국내 전문가 인터뷰 조사 병행

(2) 해외 만화저작권 침해 사례 분석

   ㅇ 기업 자체보유 만화산업 DB 분석
   ㅇ 국가별 만화산업 핵심 이슈 추출
   ㅇ 침해방식, 형태, 변형의 정도에 따른 분석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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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수행체계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통하여 최적의 정보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에 
따라 문헌 조사, 전문가 인터뷰 조사, 현지 설문조사 등 다양한 정보 수집 방법을 동원하였
음

기초 조사 ㅇ 자체 보유 만화산업 DB 분석 
ㅇ 국가별 만화산업 핵심 이슈 추출 

수요 조사 및조사 항목 설정 ㅇ 국가별 조사 항목 설정

조사 대상 분류 ㅇ 만화산업 규모, 동향 및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분류 

현지 조사 ㅇ 현지 전문가 활용을 통한 조사의 신뢰도 확보 
ㅇ 국내 전문가 인터뷰 조사 병행 

시사점 분석/  보고서 작성 ㅇ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보 내용 선별 및 보고서 작성 
ㅇ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의 상시적인 협조체제 구축

결과보고 ㅇ 격주/월 단위 보고서 제출 

5. 연구 방법론

① 현지조사
   ㅇ 3개국 인터넷 유통현황 조사 
   ㅇ 3개국 현지 한국만화 소비자 인터뷰 조사 

② 방문조사 
   ㅇ 해당 국가 대형서점 방문 조사 

③ 문헌조사
   ㅇ 기타 문헌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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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국

1. 조사 개요 

(1) 현지 조사 조건 

   ㅇ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인 “baidu.com”에서 “动漫”혹은“丶画 ”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나오는 사이트들을 선별 

   ㅇ 위 사이트들의 만화들을 조사하다가 다른 사이트에서 퍼온 흔적이 있을 때, 다시 그 
출처가 되는 사이트를 검색하여, 다시 한국만화를 대량 보유한 사이트를 선별

   ㅇ 한국 만화가가 그렸지만, 일본어로 출간되었고, 판권이 일본에 있는 만화들은 조사대
상에서 제외시킴 

  
(2) 심층조사 대상 10개 중국 웹사이트 목록
연번 심층 조사 사이트
1 http://www.dm5.com
2 http://www.tuku.cc
3 http://www.xemh.com
4 http://www.dmjz.com
5 http://www.jmydm.com
6 http://www.kyomh.com
7 http://www.43423.com
8 http://www.kuku.com
9 http://www.imanhua.com
10 http://ac.qq.com
11 http://manhua.52p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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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만화 온라인 유통현황

(1) 한국 만화 유통수량 현황

   ㅇ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인 “baidu.com”에서 한국 만화 관련 사이트 검색과 중
국 현지인 설문을 통하여 중국 內 한국 만화 관련 사이트 11개의 사이트를 선별 하여 
조사 진행

구분 사이트

네
이
버 
만
화

다
음 
웹
툰

대
원 
씨
아
이

삼
양
출
판
사

서
울 
문
화
사

시
공
사 

학
산 
문
화
사

기타 합계

1 http://www.dm5.com 12 3 24 4 27 4 17 10 101
2 http://www.tuku.cc 13 3 10 5 21 5 12 13 82
3 http://www.xemh.com 12 3 7 2 13 - 8 5 50
4 http://www.dmjz.com 16 3 25 4 25 2 16 9 100
5 http://www.jmydm.com 2 - - 2 20 - 6 5 35
6 http://www.kyomh.com 17 3 26 5 31 5 17 7 111
7 http://www.43423.com 4 2 4 - 5 - 1 - 16
8 http://www.kuku.com 1 - 6 - 4 - 1 - 12
9 http://www.imanhua.com - - 6 2 11 1 5 1 26
10 http://ac.qq.com - - 4 - 1 - 2 111 118

합계 77 17 111 24 158 17 85 162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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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저작권사(또는 출처) 별 만화 유통 현황 표
   ㅇ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인 “baidu.com”에서 한국 만화 관련 사이트 검색과 중

국 현지인 설문을 통하여 중국 內 한국 만화 관련 사이트 11개의 사이트를 선별 하여 
조사 진행

가. 네이버 만화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중문

1 밤을 걷는 선비 夜行儒士 조주희/한승희 7
2 신의 탑 神之塔 Siu 6
3 갓오브하이스쿨 高效之神 박용제 5
4 노블레스 大贵族 손계호/이광수 5
5 다이스(Dice) Dice 윤현석 5
6 마음의소리 漫画家日记 조석 5
7 소녀더와일즈 狂野少女 훈/제나 5
8 열아홉 스물하나 十九岁和二十一岁 요한/제나 5
9 우연일까? 邂逅·爱 김인호/남지은 5
10 천년 구미호 千年九尾狐 기량 5
11 강시대소동 僵尸大骚乱 주동근 4
12 지금우리학교는 极度恐慌 주동근 4
13 봉천동 귀신 奉天洞鬼神 호랑 3
14 선녀가온 나나 仙女中位娜娜 nari004 3
15 슬픈 연가 悲伤恋歌 신지상/지오 3
16 와일드 스쿨 野蛮学校 김정한 3
17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 韩国漫画血型书漫画 박동선 3
18 웨스트우드 비브라토 westwood(韦斯特伍德颤音) 윤인완/김선희 1

합계 77

나. 다음 웹툰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중문

1 Trace Trace 고영훈(Nasty Cat) 6
2 해치지 않아 动物园物语 훈(최종훈) 6
3 은밀하게 위대하게 隐秘而伟大 최종훈(Hun) 5

합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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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원 씨아이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중문

1 나의짐승남 我的禽兽男 차경희 7
2 그와 그의 연애방식 他和他的恋爱方式 피비 6
3 연모 恋慕 이소영 6
4 적의 심장 그를 가지다 掠夺敌人的心 유사 6
5 리버스 神鬼战士 이강우 5
6 아이렌 I-ren 아이반 5
7 편견소녀 偏执的女孩 김숙민 5
8 마제 魔帝 김재환/나인수 4
9 비천무 飞天舞 김혜린 4
10 스위티 樱桃女孩 임재성/김주리 4
11 애인발견 恋人未满 이상은 4
12 언밸런스X2 萌道鲜师 임달영/이수현 4
13 웨스턴샷건 赏金王铁枪 박민서 4
14 헬블레이드 地狱刀锋 유제태 4
15 대장군 이순신 刀神 서석근 3
16 라온 狐神 유현/아아루 3
17 모델 妖夜回廊 이소영 3
18 선녀강림 仙女降临 유현 3
19 아르카나 圣传少女银娜斯 이소영 3
20 아일랜드 灵甲鬼修罗 양경일 3
21 연모 恋慕 이소영 3
22 파검기 破剑记 박희진 3
23 학교방위365일 冒牌会长脱轨日记 신유하 3
24 귀신별곡 魔力鬼神 한현동 2
25 라스트환타지 魔法勇士(最后狂想曲 권용완 2
26 리캐스트 天翼炼金 계승희 2
27 몽크 怪力小僧 홍동기 2
28 쇼콜라 浓情巧克力 신지상/지오 2
29 체인지가이 古惑帝国 손은호/최명주 2
30 소년X파일 少年X档案1 이경신 1
31 소울메이트 2부 灵魂伴侣第二 윤이현 1
32 월영 月影第二季 이현숙 1
33 위치헌터 猎巫神影 조정만 1
34 허브캔디 薄荷糖 노이정 1

합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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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산 문화사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중문

1 M.A.X 多金转校生 허국화/박경란 3
2 RESET RESET 洗牌 박형준 7
3 will 功夫少女 김준형/윤효승 3
4 라그나로크 仙境传说 이명진 3
5 몽환백서 梦幻白书 임애주/임진주 5
6 숙요전 宿曜传 나노 3
7 스트리트 잼 街舞 김수용 1
8 스페이스 차이나드레스 宇宙旗袍 원현재/최봉수 1
9 아스피린 圣兽王 김은정 1
10 여왕의 기사 幻影骑士 김강원 4
11 여친만!(여자친구만들기) 女友狂想曲 류병민/박형준 2
12 열세번째 남자 第十三个男孩 이상은 3
13 용기백배 勇气100倍 류병민 1
14 용비불패 龙飞不败 류기운/문정후 5
15 유레카 天诛剑 손희준/김윤경 2
16 육식공주 예그리나 犬娘艺可丽娜 하일권/김지민 5
17 이왕이면 다홍 朵虹向前冲 이상은 5
18 지피지기 知彼知己 김언정/황승만 5
19 천관녀 千官女 박윤휴/보미현 5
20 천생연분 天生缘分 여호경/김수진 7
21 카스텔라 레시피 魔法配方 마사토끼 2
22 컴백메탈 해모수 战甲天国 김은기/김재환 1
23 크로키팝 画魂杀阵 서광현/고진호 4
24 페퍼민트 薄荷辣滋味 서은진 4
25 폭주배달부 반야 暴走信差般若 김영오 3

합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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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서울 문화사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중문

1 로맨틱 구미호 Oh,My浪漫九尾狐 김명미 8
2 뽕짝스타 韩俗乐明星 김명미 8
3 하백의 신부 水神的新娘 윤미경 8
4 궁 我的野蛮王妃(宫) 박소희 7
5 롤러코스터 纯爱360° 김숙희 7
6 하나님, 연애하다 荷娜小姐，恋爱了 박희열 7
7 Let 다이 纯爱二分之一游戏 원수연 6
8 나우 Now傩雨 박성우 6
9 리젠드 不思议传说 우수정/카라 6
10 시화몽 诗花梦 이종은 6
11 어화둥둥 내 보르미 我的菠萝蜜 이윤희 6
12 천행기 守护女神天行记 이윤희/카라 6
13 풀하우스 浪漫满屋 원수연 6
14 나르샤 腾飞 강민구,신동민/Alchemy  Studio 5
15 베리 베리 다이스키 非常非常喜欢你 신지상/지오 5
16 서울 협객전 首尔侠客传 신영우 5
17 왕자님에게 kiss를 一位王子的亲吻(王子的亲吻) 김희은 5
18 핫도그 热狗 최병열 5
19 넌 너무 멋져 那小子真酷 이영희 4
20 사랑과 정열에게 맹세 向爱爱与烈情发誓 황숙지 4
21 색마반고 风流剑客 박산하 4
22 파란만장 다이어리 波澜万丈日记 유하진 4
23 히싱 爱情来了 강은영 4
24 café 오컬트 修罗咖啡 오래밝음 3
25 H2O H2O 황숙지 3
26 샤베트 冰砂之吻 최경아 3
27 잿빛 도시숲을 달리다 灰色都市 엄정현 3
28 절정 绝顶 이영희 3
29 호텔 아프리카 非洲大饭店 박희정 3
30 안녕하세요. 세바스챤입니다. 嗨！我是新巴斯 심혜진 2
31 티아라 无概念少女 이윤희/카라 2
32 시니컬 오렌지 水晶橘子 윤지운 1
33 작은아씨들 变调小妇人 김희은 1
34 캐쉬걸 拜金女孩 김수연 1
35 하나미 哈娜美 박성재 1

합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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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삼양 출판사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중문

1 열혈여아 热血女儿 황미리 7
2 장난아니네 至尊少年 전세훈 6
3 네레이드의 전설 海妖精传说 황미리 5
4 손금 手相 전인호/전세훈 4
5 chat 网络聊天族 한유랑 2

합계 24

사. 시공사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중문

1 무사의 노래 天雷地火 박산하 5
2 진짜사나이 天天混混 박산하 4
3 코믹 可米少女星COMIC 하시현 3
4 레드붐붐 火爆11路 박산하 2
5 마왕일기 魔戒千一夜 이윤희/카라 2
6 내일도 맑음 明天依然晴朗 권현수 1
7 정보없음 魔戒千一夜 KARA 1

합계 18

아. SK네트웍스인터넷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중문

1 세븐프린세스 2부 七公主第二季 박성재 2
2 My Man 我的超人男友 김연재 1
3 revert 디디 归来的迪迪 오은지/신지상 1
4 산군활 山君弓 오자유 1
5 센티멘털 컬러 爱情的颜色 윤정 1
6 공보의 公共保健医生 이태훈 1
7 사화 死花 차지안 1

합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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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야컴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중문

92 베이비 짱 Baby老大 임동재 4
93 소용돌이 龙卷风 류기운/문정후 4

합계 8

차. 재미주의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중문

1 조명가게 照明商店 강풀 3
2 당신의 모든 순간 生命中的每一 강풀 1
3 바보 傻瓜 강풀 1
4 이웃사람 邻居 강풀 1

합계 6

카. 애니북스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중문

1 매리는 외박중 玛丽外宿中 원수연 6
합계 6

타. 코믹플러스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중문

1 강호용병전 江湖佣兵传 전중원 1
2 레시피 魔法菜谱 이유정 1
3 명품열전 名品列传 이경열/조성황 1
4 미확인비행공주 外星公主逃婚 이유정 1
5 열한번째 고양이 第十一只猫第 김미경 1

합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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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기타 출판사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

연재처/
출판사국문 중문

1 0.0MHz 0.0MHz 장작 5 누룩미디어
2 늑대의 유혹 狼的诱惑 귀여니 5 행복한 만화가게
3 빅토리 비키 英伦千金 한승원 3 아트바이러스
4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랑해

听不到看不见的爱情 고영훈(Nasty Cat) 3 형설라이프
5 천하무적 삼불귀 天下无敌 三佛鬼 황재 2 KOCN
6 잔머리2부 行骗江湖-第二部 사마달 2 미스터블루
7 100%의 그녀 100%完美情人 지완 1 이코믹스
8 아시안 ASIAN 이유정 1 이코믹스
9 팔용신전설 클래식 八龙神传说 오래밝음/박성우 1 세주문화
10 브레이킨 布加洛舞 김수용 1 스튜디오지하
11 4분요리 4分钟料理 이철 1 스포츠투데이
12 사랑할까요 我们恋爱吧 박성재 1 씨엔씨레볼루션
13 아색기가 我色气歌 양영순 1 일간스포츠

합계 27

하. 출처 정보 불분명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중문

1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 血型君 박동선 1
2 마음의소리 漫画家日记 조석 1
3 강시대소동 僵尸大骚乱 주동근 1
4 팔용신전설 클래식 八龙神传说 오래밝음/박성우 1
5 파트너 天使刑事 유승순 1
6 김태형의 화집(1457p) 金亨泰画集、人设、插画等

超全图集(1457P) 김태형 1
7 딥키스 Deep  Kiss 황미리 1
8 NIS 아르고스의 눈 阿尔戈斯的眼 장대한/오만필 1
9 군신 君臣斗 기화 1
10 파트너 天使刑事 유승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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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없음 88药店 임여원 1
12 정보없음 Back c 이효선 1
13 정보없음 SOS强第二 Hyo 1
14 정보없음 可爱的小樱桃 서현아 1
15 정보없음 鉴定师 연우 1
16 정보없음 降魔日记 김성희 1
17 정보없음 恺撒第二季 rock 1
18 정보없음 格斗 노은상 1
19 정보없음 囧三国 손방언 1
20 정보없음 咕噜咕噜 요가 1
21 정보없음 较量 박상준 1
22 정보없음 校园霸王 배광선 1
23 정보없음 校园风云录第 최해웅 1
24 정보없음 鬼脸  형민우 1
25 정보없음 鬼妈妈 장홍 1
26 정보없음 纪伯伦 김송 1
27 정보없음 那妞最强 JeJe 1
28 정보없음 那妞最强2 박성재 1
29 정보없음 女王陛下 K.D.H 1
30 정보없음 女人星尘第二 한경미 1
31 정보없음 蓝色图书馆 김옥선 1
32 정보없음 惊险校园 고은비 1
33 정보없음 魔鬼女朋友 하가 1
34 정보없음 魔魂衍生 Oh Soo 1
35 정보없음 魅惑第二季 장유 1
36 정보없음 魅惑第一季 장유 1
37 정보없음 穆卡眼泪 기화 1
38 정보없음 美少女助理  DarkCross 1
39 정보없음 美鞋的诱惑 장어진 1
40 정보없음 放学后的危机 고은비 1
41 정보없음 拜托女仆 mini 1
42 정보없음 不屈的美女士 S&Y 1
43 정보없음 不完整的爱 정대삼 1
44 정보없음 坟墓第二季 양희성 1
45 정보없음 非常关系 김준- 1
46 정보없음 沙月 tomtom 1
47 정보없음 萨满 谈风 1
48 정보없음 小说家J 오성대 1
49 정보없음 小戏倚天 혁남 1
50 정보없음 纯情的春天 박선경 1
51 정보없음 神圣的印记 宮本果林 1
52 정보없음 神秘同窗会 S&Y 1
53 정보없음 神秘妄想美少 JOO 1
54 정보없음 双龙游丝 小黑 1
55 정보없음 双重身份 신영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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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정보없음 我心中的一切 정필원 1
57 정보없음 我的女友是明 mini 1
58 정보없음 我喜欢你第二 이지희 1
59 정보없음 乐在其中 stem 1
60 정보없음 爱情战线 원수연 1
61 정보없음 爱情战线 원수연 1
62 정보없음 嫣然 최해영 1
63 정보없음 缘 구아진 1
64 정보없음 月痕 우시진 1
65 정보없음 为什么喜欢我 지완 1
66 정보없음 幽默影院第一 허재호 1
67 정보없음 有班好好上 잠위 1
68 정보없음 二人室 양찬 1
69 정보없음 人生过客 Lee SH 1
70 정보없음 这个圣诞节会 김종중 1
71 정보없음 电子天使 김주리/박재성 1
72 정보없음 占有我第二季 김영석 1
73 정보없음 精灵王 안성고 1
74 정보없음 指辣泼光 김인호 1
75 정보없음 地灾纪 손방언 1
76 정보없음 甜蜜的吻 JOO 1
77 정보없음 甜心妹 김주- 1
78 정보없음 青苔 윤태호 1
79 정보없음 替身女友 j-moon 1
80 정보없음 超能力学校第 이호윤 1
81 정보없음 追逐时间 강풀 1
82 정보없음 快乐之城 김태현 1
83 정보없음 投影爆破点组 문석배 1
84 정보없음 偷偷地看你 kim jun- 1
85 정보없음 特兰西瓦尼亚 유형주 1
86 정보없음 芭比猫 구아진 1
87 정보없음 泡妞指南第一 hyun 1
88 정보없음 暴走俏女警 조명동 1
89 정보없음 海德杀手第二 김은경 1
90 정보없음 海德杀手第一 김은경 1
91 정보없음 许士林 美蓝漫城提供 1
92 정보없음 萤火虫咖啡店 김다희 1
93 정보없음 魂第二季 김재환 1
94 정보없음 魂第一季 김재환 1
95 정보없음 红眼尤物第一 이현세 1
96 정보없음 画中美人 한아름 1
97 정보없음 换身 이동훈 1
98 정보없음 欢喜冤家 유비 1
99 정보없음 回忆之岛 권현수 1
100 정보없음 黑道公主 모모 1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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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만화 온라인 유통 현황 및  침해 형태 
(1) 디엠파이브 (http://dm5.com)  

   ㅇ 최근의 웹툰까지 포함해서 총 101종의 한국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1] 디엠파이브 화면 이미지 

[표 Ⅱ-1] 디엠파이브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연번 중문제목 한글제목 글/그림 연재처/출판사 침해방식

1 0.0MHz 0.0MHz 장작 누룩미디어 소프트웨어 캡쳐
2 修罗咖啡 café 오컬트 오래밝음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3 H2O H2O 황숙지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4 纯爱二分之一游戏 Let 다이 원수연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5 RESET 洗牌 RESET 박형준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6 Trace Trace 고영훈(Nasty Cat) 다음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7 功夫少女 will 김준형/윤효승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8 僵尸大骚乱 강시대소동 주동근 기타 소프트웨어 캡쳐
9 我的野蛮王妃(宫) 궁 박소희 ㈜서울문화사 대만판/홍콩판 스캔
10 魔力鬼神 귀신별곡 한현동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11 他和他的恋爱方式 그와 그의 연애방식 피비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12 腾飞 나르샤 강민구,신동민/Alchemy  Studio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13 Now傩雨 나우 박성우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14 我的禽兽男 나의짐승남 차경희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15 那小子真酷 넌 너무 멋져 이영희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16 海妖精传说 네레이드의 전설 황미리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17 大贵族 노블레스 손계호/이광수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8 狼的诱惑 늑대의 유혹 귀여니 행복한 만화가게 소프트웨어 캡쳐
19 Dice 다이스(Dice) 윤현석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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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刀神 대장군 이순신 서석근 ㈜대원씨아이 대만판스캔
21 仙境传说 라그나로크 이명진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22 魔法勇士(最后狂想曲 라스트환타지 권용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23 狐神 라온 유현/아아루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24 Oh,My浪漫九尾狐 로맨틱 구미호 김명미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25 纯爱360° 롤러코스터 김숙희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26 神鬼战士 리버스 이강우 ㈜대원씨아이 대만판스캔
27 不思议传说 리젠드 우수정/카라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28 魔戒千一夜 마왕일기 이윤희/카라 시공사 대만판 스캔
29 漫画家日记 마음의소리 조석 기타 소프트웨어 캡쳐
30 魔帝 마제 김재환/나인수 ㈜대원씨아이 싱가폴판 스캔
31 玛丽外宿中 매리는 외박중 원수연 애니북스 소프트웨어 캡쳐
32 妖夜回廊 모델 이소영 ㈜대원씨아이 대만판스캔
33 梦幻白书 몽환백서 임애주/임진주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34 天雷地火 무사의 노래 박산하 시공사 대만판스캔
35 夜行儒士 밤을 걷는 선비 조주희/한승희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36 非常非常喜欢你 베리 베리 다이스키 신지상/지오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37 Baby老大 베이비 짱 임동재 야컴 대만판스캔
38 奉天洞鬼神 봉천동 귀신 호랑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39 飞天舞 비천무 김혜린 ㈜대원씨아이 중국공인출판사본 스캔
40 韩俗乐明星 뽕짝스타 김명미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41 向爱爱与烈情发誓 사랑과 정열에게 맹세 황숙지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42 风流剑客 색마반고 박산하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43 首尔侠客传 서울 협객전 신영우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44 仙女中位娜娜 선녀가온 나나 nari004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45 仙女降临 선녀강림 유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46 狂野少女 소녀더와일즈 훈/제나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47 龙卷风 소용돌이 류기운/문정후 야컴 대만판스캔
48 手相 손금 전인호/전세훈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49 宿曜传 숙요전 나노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50 樱桃女孩 스위티 임재성/김주리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51 悲伤恋歌 슬픈 연가 신지상/지오 네이버웹툰 대만판 스캔
52 诗花梦 시화몽 이종은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53 神之塔 신의 탑 Siu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54 圣传少女银娜斯 아르카나 이소영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55 I-ren 아이렌 아이반 ㈜대원씨아이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56 灵甲鬼修罗 아일랜드 양경일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57 嗨！我是新巴斯 안녕하세요. 세바스챤입니다. 심혜진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58 恋人未满 애인발견 이상은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59 我的菠萝蜜 어화둥둥 내 보르미 이윤희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60 萌道鲜师 언밸런스X2 임달영/이수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61 幻影骑士 여왕의 기사 김강원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62 第十三个男孩 열세번째 남자 이상은 ㈜학산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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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十九岁和二十一岁 열아홉 스물하나 요한/제나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64 热血江湖 열혈강호 양재현/전극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한국판스캔
65 热血女儿 열혈여아 황미리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66 野蛮学校 와일드 스쿨 김정한 네이버웹툰 대만판스캔
67 一位王子的亲吻(王子的亲吻) 왕자님에게 kiss를 김희은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68 龙飞不败 용비불패 류기운/문정후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69 邂逅·爱 우연일까? 김인호/남지은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70 赏金王铁枪 웨스턴샷건 박민서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71 犬娘艺可丽娜 육식공주 예그리나 하일권/김지민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72 隐秘而伟大 은밀하게 위대하게 최종훈(Hun) 다음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73 朵虹向前冲 이왕이면 다홍 이상은 ㈜학산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74 至尊少年 장난아니네 전세훈 ㈜삼양출판사 대만판 스캔
75 灰色都市 잿빛 도시숲을 달리다 엄정현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76 知彼知己 지피지기 김언정/황승만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77 知彼知己 지피지기 김언정/황승만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78 天天混混 진짜사나이 박산하 시공사 대만판스캔
79 千官女 천관녀 박윤휴/보미현 ㈜학산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80 千年九尾狐 천년 구미호 기량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81 天生缘分 천생연분 여호경/김수진 ㈜학산문화사 소프트웨어 캡쳐
82 守护女神天行记 천행기 이윤희/카라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83 古惑帝国 체인지가이 손은호/최명주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84 可米少女星COMIC 코믹 하시현 시공사 대만판스캔
85 画魂杀阵 크로키팝 서광현/고진호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86 破剑记 파검기 박희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87 波澜万丈日记 파란만장 다이어리 유하진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88 天使刑事 파트너 유승순 기타 대만판스캔
89 八龙神传说 팔용신전설 클래식 오래밝음/박성우 기타 신장인민출판사본 스캔
90 薄荷辣滋味 페퍼민트 서은진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91 偏执的女孩 편견소녀 김숙민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92 暴走信差般若 폭주배달부 반야 김영오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93 浪漫满屋 풀하우스 원수연 ㈜서울문화사 대륙판 스캔
94 荷娜小姐，恋爱了 하나님, 연애하다 박희열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95 水神的新娘 하백의 신부 윤미경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96 冒牌会长脱轨日记 학교방위365일 신유하 ㈜대원씨아이 대만판스캔
97 热狗 핫도그 최병열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98 动物园物语 해치지 않아 훈(최종훈) 다음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99 地狱刀锋 헬블레이드 유제태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100 血型君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 박동선 기타 소프트웨어 캡쳐
101 爱情来了 히싱 강은영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합계 10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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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쿠 (http://tuku.cc - 舊 89890.com)  
   ㅇ 최근의 웹툰까지 포함해서 총 82종의 한국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2] 투쿠 화면 이미지 

[표 Ⅱ-2] 투쿠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연번 중문제목 한글제목 글/그림 연재처/출판사 침해방식

1 韩国漫画血型书漫画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 박동선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2 夜行儒士 밤을 걷는 선비 조주희/한승희 네이버웹툰 대만판스캔
3 大贵族 노블레스 손계호/이광수 네이버웹툰 대만판 스캔
4 极度恐慌 지금우리학교는 주동근 네이버웹툰 대만판스캔
5 Dice 다이스(Dice) 윤현석 네이버웹툰 대만판 스캔
6 千年九尾狐 천년 구미호 기량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7 邂逅·爱 우연일까? 김인호/남지은 네이버웹툰 대만판스캔 
8 十九岁和二十一岁 열아홉 스물하나 요한/제나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9 漫画家日记 마음의소리 조석 네이버웹툰 대만판/홍콩판 스캔
10 高效之神 갓오브하이스쿨 박용제 네이버웹툰 대만판 스캔
11 神之塔 신의 탑 Siu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2 僵尸大骚乱 강시대소동 주동근 네이버웹툰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13 狂野少女 소녀더와일즈 훈/제나 네이버웹툰 대만판 스캔
14 隐秘而伟大 은밀하게 위대하게 최종훈(Hun) 다음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5 Trace Trace 고영훈(Nasty Cat) 다음웹툰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16 动物园物语 해치지 않아 훈(최종훈) 다음웹툰 대만판스캔
17 天天混混 진짜사나이 박산하 시공사 소프트웨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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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火爆11路 레드붐붐 박산하 시공사 대만판스캔
19 天雷地火 무사의 노래 박산하 시공사 대만판스캔
20 魔戒千一夜 정보없음 KARA 시공사 대만판스캔
21 可米少女星COMIC 코믹 하시현 시공사 대만판스캔
22 Re：BIRTH The Lunar  Taker 리버스 이강우 ㈜대원씨아이 대만판스캔
23 飞天舞 비천무 김혜린 ㈜대원씨아이 중국공인출판사본 스캔
24 我的禽兽男 나의짐승남 차경희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25 偏执的女孩 편견소녀 김숙민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26 掠夺敌人的心 적의 심장 그를 가지다 유사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27 他和他的恋爱方式 그와 그의 연애방식 피비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28 I-ren 아이렌 아이반 ㈜대원씨아이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29 热血江湖 열혈강호 양재현/전극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한국판스캔
30 恋慕 연모 이소영 ㈜대원씨아이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31 地狱刀锋 헬블레이드 유제태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32 至尊少年 장난아니네 전세훈 ㈜삼양출판사 대만판 스캔
33 网络聊天族 chat 한유랑 ㈜삼양출판사 대만판 스캔
34 手相 손금 전인호/전세훈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35 海妖精传说 네레이드의 전설 황미리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36 热血女儿 열혈여아 황미리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37 Oh,My浪漫九尾狐 로맨틱 구미호 김명미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38 水神的新娘 하백의 신부 윤미경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39 不思议传说 리젠드 우수정/카라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40 那小子真酷 넌 너무 멋져 이영희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41 浪漫满屋 풀하우스 원수연 ㈜서울문화사 대륙판 스캔
42 守护女神天行记 천행기 이윤희/카라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43 无概念少女 티아라 이윤희/카라 ㈜서울문화사 소프트웨어 캡쳐
44 绝顶 절정 이영희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45 非洲大饭店 호텔 아프리카 박희정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46 纯爱360° 롤러코스터 김숙희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47 向爱爱与烈情发誓 사랑과 정열에게 맹세 황숙지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48 冰沙之吻 샤베트 최경아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49 诗花梦 시화몽 이종은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50 灰色都市 잿빛 도시숲을 달리다 엄정현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51 拜金女孩 캐쉬걸 김수연 ㈜서울문화사 한국판 스캔 후 번자체로 번역
52 纯爱二分之一游戏 Let 다이 원수연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53 波澜万丈日记 파란만장 다이어리 유하진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54 Now傩雨 나우 박성우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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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首尔侠客传 서울 협객전 신영우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56 韩俗乐明星 뽕짝스타 김명미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57 我的菠萝蜜 어화둥둥 내 보르미 이윤희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58 RESET洗牌 RESET 박형준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59 犬娘艺可丽娜 육식공주 예그리나 하일권/김지민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60 知彼知己百战百胜 지피지기 김언정/황승만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61 战甲天国 컴백메탈 해모수 김은기/김재환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62 圣兽王 아스피린 김은정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63 梦幻白书 몽환백서 임애주/임진주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64 街舞 스트리트 잼 김수용 ㈜학산문화사 길림미술출판사본 스캔
65 暴走信差般若 폭주배달부 반야 김영오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66 功夫少女 WILL 김준형/윤효승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67 幻影骑士 여왕의 기사 김강원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68 天诛剑 유레카 손희준/김윤경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69 龙飞不败 용비불패 류기운/문정후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70 狼的诱惑 늑대의 유혹 귀여니 행복한 만화가게 소프트웨어 캡쳐
71 听不到看不见的爱情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랑해
고영훈(Nasty Cat) 형설라이프 소프트웨어 캡쳐

72 天下无敌 三佛鬼 천하무적 삼불귀 황재 KOCN 연변인민출판사본 스캔
73 金亨泰画集、人设、插画等超全图集(1457P)

김태형의 화집(1457p) 김태형 기타 　
74 爱情战线 정보없음 원수연 정보없음 대만판스캔
75 0.0MHz 0.0MHz 장작 누룩미디어 소프트웨어 캡쳐
76 英伦千金Victory Viki 빅토리 비키 한승원 아트바이러스 대만판 스캔
77 行骗江湖-第二部 잔머리2부 사마달 미스터블루 대만판스캔
78 行骗江湖-第一部 잔머리1부 사마달 미스터블루 대만판스캔
79 玛丽外宿中 매리는 외박중 원수연 애니북스 소프트웨어 캡쳐
80 龙卷风 소용돌이 류기운/문정후 야컴 대만판스캔
81 Baby老大 베이비 짱 임동재 야컴 대만판스캔
82 照明商店 조명가게 강풀 재미주의 소프트웨어 캡쳐

합계 8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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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젬 (http://xemh.com)  
   ㅇ 최근의 웹툰까지 포함해서 총 50종의 한국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3] 젬 화면 이미지 

[표 Ⅱ-3] 젬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연번 중문제목 한글제목 글/그림 연재처/출판사 침해방식

1 夜行儒士 밤을 걷는 선비 조주희/한승희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2 大贵族 노블레스 손계호/이광수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3 极度恐慌 지금우리학교는 주동근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4 Dice 다이스(Dice) 윤현석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5 千年九尾狐 천년 구미호 기량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6 邂逅·爱 우연일까? 김인호/남지은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7 十九岁和二十一岁 열아홉 스물하나 요한/제나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8 漫画家日记 마음의소리 조석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9 高效之神 갓오브하이스쿨 박용제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0 神之塔 신의 탑 Siu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1 僵尸大骚乱 강시대소동 주동근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2 狂野少女 소녀더와일즈 훈/제나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3 隐秘而伟大 은밀하게 위대하게 최종훈(Hun) 다음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4 Trace Trace 고영훈(Nasty Cat) 다음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5 动物园物语 해치지 않아 훈(최종훈) 다음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6 我的禽兽男 나의짐승남 차경희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17 偏执的女孩 편견소녀 김숙민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18 掠夺敌人的心 적의 심장 그를 가지다 유사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19 他和他的恋爱方式 그와 그의 연애방식 피비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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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I-ren 아이렌 아이반 ㈜대원씨아이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21 热血江湖 열혈강호 양재현/전극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한국판스캔
22 恋慕 연모 이소영 ㈜대원씨아이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23 热血女儿 열혈여아 황미리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24 海妖精传说 네레이드의 전설 황미리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25 Oh, My浪漫九尾狐 로맨틱 구미호 김명미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26 水神的新娘 하백의 신부 윤미경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27 不思议传说 리젠드 우수정/카라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28 守护女神天行记 천행기 이윤희/카라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29 我的野蛮王妃(宫) 궁 박소희 ㈜서울문화사 대만판/홍콩판 스캔
30 纯爱二分之一游戏 Let 다이 원수연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31 诗花梦 시화몽 이종은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32 非常非常喜欢你 베리 베리 다이스키 신지상/지오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33 爱情来了 히싱 강은영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34 荷娜小姐，恋爱了 하나님, 연애하다 박희열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35 一位王子的亲吻(王子的亲吻) 왕자님에게 kiss를 김희은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36 韩俗乐明星 뽕짝스타 김명미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37 我的菠萝蜜 어화둥둥 내 보르미 이윤희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38 天生缘分 천생연분 여호경/김수진 ㈜학산문화사 소프트웨어 캡쳐
39 朵虹向前冲 이왕이면 다홍 이상은 ㈜학산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40 千官女 천관녀 박윤휴/보미현 ㈜학산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41 RESET洗牌 RESET 박형준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42 犬娘艺可丽娜 육식공주 예그리나 하일권/김지민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43 梦幻白书 몽환백서 임애주/임진주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44 幻影骑士 여왕의 기사 김강원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45 薄荷辣滋味 페퍼민트 서은진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46 听不到看不见的爱情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랑해
고영훈(Nasty Cat) 형설라이프 소프트웨어 캡쳐

47 0.0MHz 0.0MHz 장작 누룩미디어 소프트웨어 캡쳐
48 英伦千金Victory Viki 빅토리 비키 한승원 아트바이러스 대만판 스캔
49 玛丽外宿中 매리는 외박중 원수연 애니북스 소프트웨어 캡쳐
50 照明商店 조명가게 강풀 재미주의 소프트웨어 캡쳐

합계 5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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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엠제이지 (http://dmjz.com)  
   ㅇ 최근의 웹툰까지 포함해서 총 100종의 한국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4] 디엠제이지 화면 이미지 

[표 Ⅱ-4] 디엠제이지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연번 중문제목 한글제목 글/그림 연재처/출판사 침해방식

1 奉天洞鬼神 봉천동 귀신 호랑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2 悲伤恋歌 슬픈 연가 신지상/지오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3 仙女中位娜娜 선녀가온 나나 nari004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4 夜行儒士 밤을 걷는 선비 조주희/한승희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5 狂野少女 소녀더와일즈 훈/제나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6 僵尸大骚乱 강시대소동 주동근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7 神之塔 신의 탑 Siu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8 高效之神 갓오브하이스쿨 박용제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9 漫画家日记 마음의소리 조석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0 十九岁和二十一岁 열아홉 스물하나 요한/제나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1 血型君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 박동선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2 邂逅·爱 우연일까? 김인호/남지은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3 千年九尾狐 천년 구미호 기량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4 Dice 다이스(Dice) 윤현석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5 极度恐慌 지금우리학교는 주동근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6 大贵族 노블레스 손계호/이광수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7 动物园物语 해치지 않아 훈(최종훈) 다음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8 Trace Trace 고영훈(Nasty Cat) 다음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9 隐秘而伟大 은밀하게 위대하게 최종훈(Hun) 다음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20 天雷地火 무사의 노래 박산하 시공사 대만판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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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天天混混 진짜사나이 박산하 시공사 대만판스캔
22 飞天舞 비천무 김혜린 ㈜대원씨아이 중국공인출판사본 스캔
23 樱桃女孩 스위티 임재성/김주리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24 赏金王铁枪 웨스턴샷건 박민서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25 仙女降临 선녀강림 유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26 恋人未满 애인발견 이상은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27 萌道鲜师 언밸런스X2 임달영/이수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28 热血江湖 열혈강호 양재현/전극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한국판스캔
29 灵甲鬼修罗 아일랜드 양경일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30 狐神 라온 유현/아아루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31 魔帝 마제 김재환/나인수 ㈜대원씨아이 싱가폴판 스캔
32 天翼炼金 리캐스트 계승희 ㈜대원씨아이 대만판스캔
33 神鬼战士 리버스 이강우 ㈜대원씨아이 대만판스캔
34 妖夜回廊 모델 이소영 ㈜대원씨아이 대만판스캔
35 冒牌会长脱轨日记 학교방위365일 신유하 ㈜대원씨아이 대만판스캔
36 刀神 대장군 이순신 서석근 ㈜대원씨아이 대만판스캔
37 怪力小僧 몽크 홍동기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38 我的禽兽男 나의짐승남 차경희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39 地狱刀锋 헬블레이드 유제태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40 猎巫神影 위치헌터 조정만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41 恋慕 연모 이소영 ㈜대원씨아이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42 浓情巧克力 쇼콜라 신지상/지오 ㈜대원씨아이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43 I-ren 아이렌 아이반 ㈜대원씨아이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44 他和他的恋爱方式 그와 그의 연애방식 피비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45 掠夺敌人的心 적의 심장 그를 가지다 유사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46 偏执的女孩 편견소녀 김숙민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47 热血女儿 열혈여아 황미리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48 海妖精传说 네레이드의 전설 황미리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49 手相 손금 전인호/전세훈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50 至尊少年 장난아니네 전세훈 ㈜삼양출판사 대만판 스캔
51 守护女神天行记 천행기 이윤희/카라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52 我的野蛮王妃(宫) 궁 박소희 ㈜서울문화사 대만판/홍콩판 스캔
53 纯爱360° 롤러코스터 김숙희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54 诗花梦 시화몽 이종은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55 非洲大饭店 호텔 아프리카 박희정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56 冰砂之吻 샤베트 최경아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57 Now傩雨 나우 박성우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58 首尔侠客传 서울 협객전 신영우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59 波澜万丈日记 파란만장 다이어리 유하진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60 纯爱二分之一游戏 Let 다이 원수연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61 修罗咖啡 café 오컬트 오래밝음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62 向爱爱与烈情发誓 사랑과 정열에게 맹세 황숙지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63 绝顶 절정 이영희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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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Oh,My浪漫九尾狐 로맨틱 구미호 김명미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65 水神的新娘 하백의 신부 윤미경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66 荷娜小姐，恋爱了 하나님, 연애하다 박희열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67 不思议传说 리젠드 우수정/카라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68 那小子真酷 넌 너무 멋져 이영희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69 腾飞 나르샤 강민구,신동민/Alchemy  Studio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70 热狗 핫도그 최병열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71 风流剑客 색마반고 박산하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72 我的菠萝蜜 어화둥둥 내 보르미 이윤희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73 韩俗乐明星 뽕짝스타 김명미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74 非常非常喜欢你 베리 베리 다이스키 신지상/지오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75 一位王子的亲吻 (王子的亲吻) 왕자님에게 kiss를 김희은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76 画魂杀阵 크로키팝 서광현/고진호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77 知彼知己 지피지기 김언정/황승만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78 RESET 洗牌 RESET 박형준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79 宿曜传 숙요전 나노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80 梦幻白书 몽환백서 임애주/임진주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81 龙飞不败 용비불패 류기운/문정후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82 薄荷辣滋味 페퍼민트 서은진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83 女友狂想曲 여친만!(여자친구만들기) 류병민/박형준 ㈜학산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84 多金转校生 M.A.X 허국화/박경란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85 魔法配方 카스텔라 레시피 마사토끼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86 犬娘艺可丽娜 육식공주 예그리나 하일권/김지민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87 第十三个男孩 열세번째 남자 이상은 ㈜학산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88 千官女 천관녀 박윤휴/보미현 ㈜학산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89 朵虹向前冲 이왕이면 다홍 이상은 ㈜학산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90 天生缘分 천생연분 여호경/김수진 ㈜학산문화사 소프트웨어 캡쳐
91 仙境传说 라그나로크 이명진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92 狼的诱惑 늑대의 유혹 귀여니 행복한 만화가게 소프트웨어 캡쳐
93 听不到看不见的爱情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랑해
고영훈(Nasty Cat) 형설라이프 소프트웨어 캡쳐

94 0.0MHz 0.0MHz 장작 누룩미디어 소프트웨어 캡쳐
95 八龙神传说 팔용신전설 클래식 오래밝음/박성우 세주문화 신장인민출판사본 스캔
96 4分钟料理 4분요리 이철 스포츠투데이 소프트웨어 캡쳐
97 玛丽外宿中 매리는 외박중 원수연 애니북스 소프트웨어 캡쳐
98 Baby老大 베이비 짱 임동재 야컴 대만판스캔
99 龙卷风 소용돌이 류기운/문정후 야컴 대만판스캔
100 天使刑事 파트너 유승순 정보없음 대만판스캔

합계 10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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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이마이디엠 (http://jmydm.com)  
   ㅇ 최근의 웹툰까지 포함해서 총 35종의 한국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5] 제이마이디엠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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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제이마이디엠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연번 중문제목 한글제목 글/그림 연재처/출판사 침해방식

1 westwood(韦斯特伍德颤音) 웨스트우드 비브라토 윤인완/김선희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2 夜行儒士 밤을 걷는 선비 조주희/한승희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3 热血女儿 열혈여아 황미리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4 至尊少年 장난아니네 전세훈 ㈜삼양출판사 대만판 스캔
5 诗花梦 시화몽 이종은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6 爱情来了 히싱 강은영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7 纯爱360° 롤러코스터 김숙희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8 纯爱二分之一游戏 Let 다이 원수연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9 波澜万丈日记 파란만장 다이어리 유하진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10 我的野蛮王妃(宫) 궁 박소희 ㈜서울문화사 대만판/홍콩판 스캔
11 无概念少女 티아라 이윤희/카라 ㈜서울문화사 소프트웨어 캡쳐
12 浪漫满屋 풀하우스 원수연 ㈜서울문화사 대륙판 스캔
13 守护女神天行记 천행기 이윤희/카라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14 荷娜小姐，恋爱了 하나님, 연애하다 박희열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15 风流剑客 색마반고 박산하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16 热狗 핫도그 최병열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17 不思议传说 리젠드 우수정/카라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18 腾飞 나르샤 강민구,신동민/Alchemy  Studio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19 Oh,My浪漫九尾狐 로맨틱 구미호 김명미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20 我的菠萝蜜 어화둥둥 내 보르미 이윤희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21 水神的新娘 하백의 신부 윤미경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22 韩俗乐明星 뽕짝스타 김명미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23 非常非常喜欢你 베리 베리 다이스키 신지상/지오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24 一位王子的亲吻(王子的亲吻) 왕자님에게 kiss를 김희은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25 第十三个男孩 열세번째 남자 이상은 ㈜학산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26 RESET洗牌 RESET 박형준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27 多金转校生 M.A.X 허국화/박경란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28 千官女 천관녀 박윤휴/보미현 ㈜학산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29 朵虹向前冲 이왕이면 다홍 이상은 ㈜학산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30 天生缘分 천생연분 여호경/김수진 ㈜학산문화사 소프트웨어 캡쳐
31 狼的诱惑 늑대의 유혹 귀여니 행복한 만화가게 소프트웨어 캡쳐
32 玛丽外宿中 매리는 외박중 원수연 애니북스 소프트웨어 캡쳐
33 100%完美情人 100%의 그녀 지완 이코믹스 소프트웨어 캡쳐
34 Deep  Kiss 딥키스 황미리 정보없음 한국판 스캔
35 爱情战线 정보없음 원수연 정보없음 대만판스캔

합계 3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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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쿔 (http://kyomh.com)  
   ㅇ 최근의 웹툰까지 포함해서 총 111종의 한국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6] 쿔 화면 이미지 

[표 Ⅱ-6] 쿔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연번 중문제목 한글제목 글/그림 연재처/출판사 침해방식

1 夜行儒士 밤을 걷는 선비 조주희/한승희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2 奉天洞鬼神 봉천동 귀신 호랑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3 仙女中位娜娜 선녀가온 나나 nari004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4 悲伤恋歌 슬픈 연가 신지상/지오 네이버웹툰 대만판 스캔
5 野蛮学校 와일드 스쿨 김정한 네이버웹툰 대만판스캔
6 油腻的师姐 소녀더와일즈 훈/제나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7 僵尸大骚乱 강시대소동 주동근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8 神之塔 신의 탑 Siu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9 高效之神 갓오브하이스쿨 박용제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0 漫画家日记 마음의소리 조석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1 十九岁和二十一岁 열아홉 스물하나 요한/제나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2 血型君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 박동선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3 邂逅·爱 우연일까? 김인호/남지은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4 千年九尾狐 천년 구미호 기량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5 Dice 다이스(Dice) 윤현석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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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极度恐慌 지금우리학교는 주동근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7 大贵族 노블레스 손계호/이광수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8 动物园物语 해치지 않아 훈(최종훈) 다음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19 Trace Trace 고영훈(Nasty Cat) 다음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20 隐秘而伟大 은밀하게 위대하게 최종훈(Hun) 다음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21 天雷地火 무사의 노래 박산하 시공사 대만판스캔
22 天天混混 진짜사나이 박산하 시공사 대만판스캔
23 可米少女星COMIC 코믹 하시현 시공사 대만판스캔
24 魔戒千一夜 마왕일기 이윤희/카라 시공사 대만판 스캔
25 火爆11路 레드붐붐 박산하 시공사 대만판스캔
26 我的禽兽男 나의짐승남 차경희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27 刀神 대장군 이순신 서석근 ㈜대원씨아이 대만판스캔
28 狐神 라온 유현/아아루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29 神鬼战士 리버스 이강우 ㈜대원씨아이 대만판스캔
30 魔帝 마제 김재환/나인수 ㈜대원씨아이 싱가폴판 스캔
31 妖夜回廊 모델 이소영 ㈜대원씨아이 대만판스캔
32 怪力小僧 몽크 홍동기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33 飞天舞 비천무 김혜린 ㈜대원씨아이 중국공인출판사본 스캔
34 仙女降临 선녀강림 유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35 chocolat 쇼콜라 신지상/지오 ㈜대원씨아이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36 樱桃女孩 스위티 임재성/김주리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37 破剑记 파검기 박희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38 灵甲鬼修罗 아일랜드 양경일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39 魔力鬼神 귀신별곡 한현동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40 恋人未满 애인발견 이상은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41 萌道鲜师 언밸런스X2 임달영/이수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42 热血江湖 열혈강호 양재현/전극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한국판스캔
43 赏金王铁枪 웨스턴샷건 박민서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44 冒牌会长脱轨日记 학교방위365일 신유하 ㈜대원씨아이 대만판스캔
45 地狱刀锋 헬블레이드 유제태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46 圣传少女银娜斯 아르카나 이소영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47 古惑帝国 체인지가이 손은호/최명주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48 魔法勇士(最后狂想曲 라스트환타지 권용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49 他和他的恋爱方式 그와 그의 연애방식 피비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50 掠夺敌人的心 적의 심장 그를 가지다 유사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51 偏执的女孩 편견소녀 김숙민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52 海妖精传说 네레이드의 전설 황미리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53 手相 손금 전인호/전세훈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54 热血女儿 열혈여아 황미리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55 至尊少年 장난아니네 전세훈 ㈜삼양출판사 대만판 스캔
56 网络聊天族 chat 한유랑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57 修罗咖啡 café 오컬트 오래밝음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58 纯爱二分之一游戏 Let 다이 원수연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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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我的野蛮王妃(宫) 궁 박소희 ㈜서울문화사 대만판/홍콩판 스캔
60 腾飞 나르샤 강민구,신동민/Alchemy  Studio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61 Now傩雨 나우 박성우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62 那小子真酷 넌 너무 멋져 이영희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63 Oh,My浪漫九尾狐 로맨틱 구미호 김명미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64 纯爱360° 롤러코스터 김숙희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65 不思议传说 리젠드 우수정/카라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66 韩俗乐明星 뽕짝스타 김명미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67 向爱爱与烈情发誓 사랑과 정열에게 맹세 황숙지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68 风流剑客 색마반고 박산하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69 冰砂之吻 샤베트 최경아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70 首尔侠客传 서울 협객전 신영우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71 诗花梦 시화몽 이종은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72 我的菠萝蜜 어화둥둥 내 보르미 이윤희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73 一位王子的亲吻(王子的亲吻) 왕자님에게 kiss를 김희은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74 绝顶 절정 이영희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75 守护女神天行记 천행기 이윤희/카라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76 浪漫满屋 풀하우스 원수연 ㈜서울문화사 대륙판 스캔
77 荷娜小姐，恋爱了 하나님, 연애하다 박희열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78 水神的新娘 하백의 신부 윤미경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79 热狗 핫도그 최병열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80 非洲大饭店 호텔 아프리카 박희정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81 H2O H2O 황숙지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82 爱情来了 히싱 강은영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83 灰色都市 잿빛 도시숲을 달리다 엄정현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84 嗨！我是新巴斯 안녕하세요. 세바스챤입니다. 심혜진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85 非常非常喜欢你 베리 베리 다이스키 신지상/지오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86 变调小妇人 작은아씨들 김희은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87 水晶橘子 시니컬 오렌지 윤지운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88 RESET 洗牌 RESET 박형준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89 仙境传说 라그나로크 이명진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90 暴走信差般若 폭주배달부 반야 김영오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91 梦幻白书 몽환백서 임애주/임진주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92 宿曜传 숙요전 나노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93 女友狂想曲 여친만!(여자친구만들기) 류병민/박형준 ㈜학산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94 龙飞不败 용비불패 류기운/문정후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95 犬娘艺可丽娜 육식공주 예그리나 하일권/김지민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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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朵虹向前冲 이왕이면 다홍 이상은 ㈜학산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97 知彼知己 지피지기 김언정/황승만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98 千官女 천관녀 박윤휴/보미현 ㈜학산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99 天生缘分 천생연분 여호경/김수진 ㈜학산문화사 소프트웨어 캡쳐
100 画魂杀阵 크로키팝 서광현/고진호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101 薄荷辣滋味 페퍼민트 서은진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102 幻影骑士 여왕의 기사 김강원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103 功夫少女 will 김준형/윤효승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104 YUREKA2 유레카 손희준/김윤경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105 狼的诱惑 늑대의 유혹 귀여니 행복한 만화가게 소프트웨어 캡쳐
106 天下无敌 三佛鬼 천하무적 삼불귀 황재 KOCN 연변인민출판사본 스캔
107 0.0MHz 0.0MHz 장작 누룩미디어 소프트웨어 캡쳐
108 玛丽外宿中 매리는 외박중 원수연 애니북스 소프트웨어 캡쳐
109 Baby老大 베이비 짱 임동재 야컴 대만판스캔
110 龙卷风 소용돌이 류기운/문정후 야컴 대만판스캔
111 暴走俏女警 정보없음 조명동 정보없음 대만판 스캔

합계 11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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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3423 (http://43423.com)
   ㅇ 최근의 웹툰까지 포함해서 총 16종의 한국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7] 43423 화면 이미지 

[표 Ⅱ-7] 43423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연번 중문제목 한글제목 글/그림 연재처/출판사 침해방식

1 神之塔 신의 탑 Siu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2 漫画家日记 마음의소리 조석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3 高效之神 갓오브하이스쿨 박용제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4 夜行儒士 밤을 걷는 선비 조주희/한승희 네이버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5 动物园物语 해치지 않아 훈(최종훈) 다음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6 Trace Trace 고영훈(Nasty Cat) 다음웹툰 소프트웨어 캡쳐
7 我的禽兽男 나의짐승남 차경희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8 他和他的恋爱方式 그와 그의 연애방식 피비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9 掠夺敌人的心 적의 심장 그를 가지다 유사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10 I-ren 아이렌 아이반 ㈜대원씨아이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11 水神的新娘 하백의 신부 윤미경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후번자체로변형
12 荷娜小姐，恋爱了 하나님, 연애하다 박희열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13 Oh,My浪漫九尾狐 로맨틱 구미호 김명미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14 H2O H2O 황숙지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15 韩俗乐明星 뽕짝스타 김명미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16 天生缘分 천생연분 여호경/김수진 ㈜학산문화사 소프트웨어 캡쳐

합계 1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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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쿠쿠 (http://kuku.com)
   ㅇ 최근의 웹툰까지 포함해서 총 12종의 한국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8] 쿠쿠 화면 이미지 

[표 Ⅱ-8] 쿠쿠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연번 중문제목 한글제목 글/그림 연재처/출판사 침해방식

1 野蛮学校 와일드 스쿨 김정한 네이버웹툰 대만판 스캔
2 神鬼战士 리버스 이강우 ㈜대원씨아이 대만판스캔
3 萌道鲜师 언밸런스X2 임달영/이수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4 赏金王铁枪 웨스턴샷건 박민서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5 圣传少女银娜斯 아르카나 이소영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6 破剑记 파검기 박희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7 樱桃女孩 스위티 임재성/김주리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8 我的野蛮王妃(宫) 궁 박소희 ㈜서울문화사 대만판/홍콩판 스캔
9 Now傩雨 나우 박성우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10 纯爱360° 롤러코스터 김숙희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11 浪漫满屋 풀하우스 원수연 ㈜서울문화사 대륙판 스캔
12 画魂杀阵 크로키팝 서광현/고진호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합계 1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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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이만후아 (http://imanhua.com)  
   ㅇ 최근의 웹툰까지 포함해서 총 26종의 한국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9] 아이만후아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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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아이만후아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연번 중문제목 한글제목 글/그림 연재처/출판사 침해방식

1 天雷地火 무사의 노래 박산하 시공사 대만판스캔
2 掠夺敌人的心 적의 심장 그를 가지다 유사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3 我的禽兽男 나의짐승남 차경희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4 天翼炼金 리캐스트 계승희 ㈜대원씨아이 대만판스캔
5 魔帝 마제 김재환/나인수 ㈜대원씨아이 싱가폴판 스캔
6 热血江湖 열혈강호 양재현/전극진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한국판스캔
7 恋人未满 애인발견 이상은 ㈜대원씨아이 대만판 스캔
8 热血女儿 열혈여아 황미리 ㈜삼양출판사 대만판스캔
9 至尊少年 장난아니네 전세훈 ㈜삼양출판사 대만판 스캔
10 水神的新娘 하백의 신부 윤미경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번자체로 변형
11 韩俗乐明星 뽕짝스타 김명미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12 Oh,My浪漫九尾狐 로맨틱 구미호 김명미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13 纯爱360° 롤러코스터 김숙희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14 我的野蛮王妃(宫) 궁 박소희 ㈜서울문화사 대만판/홍콩판 스캔
15 浪漫满屋 풀하우스 원수연 ㈜서울문화사 대륙판 스캔
16 荷娜小姐，恋爱了 하나님, 연애하다 박희열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17 热狗 핫도그 최병열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18 腾飞 나르샤 강민구,신동민/Alchemy  Studio ㈜서울문화사 한국판스캔 후 간자체로 변형
19 Now傩雨 나우 박성우 ㈜서울문화사 대만판 스캔
20 首尔侠客传 서울 협객전 신영우 ㈜서울문화사 대만판스캔
21 RESET 洗牌 RESET 박형준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22 多金转校生 M.A.X 허국화/박경란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23 天生缘分 천생연분 여호경/김수진 ㈜학산문화사 소프트웨어 캡쳐
24 龙飞不败 용비불패 류기운/문정후 ㈜학산문화사 대만판스캔
25 魔法配方 카스텔라 레시피 마사토끼 ㈜학산문화사 대만판 스캔
26 英伦千金Victory Viki 빅토리 비키 한승원 아트바이러스 대만판 스캔

합계 5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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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큐큐닷컴 (http://ac.qq.com)  
   ㅇ 최근의 웹툰까지 포함해서 총 118종의 한국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10] 큐큐닷컴 화면 이미지 

[표 Ⅱ-10] 큐큐닷컴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연번 중문제목 한글제목 글/그림 연재처/출판사 침해방식

1 我的超人男友 My Man 김연재 SK네트웍스인터넷 소프트웨어 캡쳐
2 七公主第二季 세븐프린세스 2부 박성재 SK네트웍스인터넷 소프트웨어 캡쳐
3 七公主 세븐프린세스 1부 박성재 SK네트웍스인터넷 소프트웨어 캡쳐
4 归来的迪迪 revert 디디 오은지/신지상 SK네트웍스인터넷 소프트웨어 캡쳐
5 山君弓 산군활 오자유 SK네트웍스인터넷 소프트웨어 캡쳐
6 爱情的颜色 센티멘털 컬러 윤정 SK네트웍스인터넷 소프트웨어 캡쳐
7 公共保健医生 공보의 이태훈 SK네트웍스인터넷 소프트웨어 캡쳐
8 死花 사화 차지안 SK네트웍스인터넷 소프트웨어 캡쳐
9 布加洛舞 브레이킨 김수용 스튜디오지하 소프트웨어 캡쳐
10 明天依然晴朗 내일도 맑음 권현수 시공사 소프트웨어 캡쳐
11 我们恋爱吧 사랑할까요 박성재 씨엔씨레볼루션 소프트웨어 캡쳐
12 ASIAN 아시안 이유정 이코믹스 소프트웨어 캡쳐
13 我色气歌 아색기가 양영순 일간스포츠 소프트웨어 캡쳐
14 生命中的每一 당신의 모든 순간 강풀 재미주의 소프트웨어 캡쳐
15 傻瓜 바보 강풀 재미주의 소프트웨어 캡쳐
16 照明商店 조명가게 강풀 재미주의 소프트웨어 캡쳐
17 邻居 이웃사람 강풀 재미주의 소프트웨어 캡쳐
18 美少女助理 정보없음  DarkCross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19 君臣斗 군신 기화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20 穆卡眼泪 정보없음 기화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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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放学后的危机 정보없음 고은비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22 惊险校园 정보없음 고은비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23 画中美人 정보없음 한아름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24 幽默影院第一 정보없음 허재호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25 SOS强第二 정보없음 Hyo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26 泡妞指南第一 정보없음 hyun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27 那妞最强 정보없음 JeJe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28 替身女友 정보없음 j-moon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29 甜蜜的吻 정보없음 JOO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30 神秘妄想美少 정보없음 JOO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31 女王陛下 정보없음 K.D.H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32 偷偷地看你 정보없음 kim jun-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33 人生过客 정보없음 Lee SH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34 拜托女仆 정보없음 mini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35 我的女友是明 정보없음 mini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36 魔魂衍生 정보없음 Oh Soo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37 纯情的春天 정보없음 박선경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38 恺撒第二季 정보없음 rock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39 神秘同窗会 정보없음 S&Y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40 不屈的美女士 정보없음 S&Y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41 乐在其中 정보없음 stem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42 沙月 정보없음 tomtom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43 二人室 정보없음 양찬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44 追逐时间 정보없음 강풀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45 缘 정보없음 구아진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46 芭比猫 정보없음 구아진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47 神圣的印记 정보없음 宮本果林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48 回忆之岛 정보없음 권현수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49 萤火虫咖啡店 정보없음 김다희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50 降魔日记 정보없음 김성희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51 纪伯伦 정보없음 김송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52 占有我第二季 정보없음 김영석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53 蓝色图书馆 정보없음 김옥선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54 海德杀手第二 정보없음 김은경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55 海德杀手第一 정보없음 김은경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56 指辣泼光 정보없음 김인호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57 魂第二季 정보없음 김재환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58 魂第一季 정보없음 김재환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59 这个圣诞节会 정보없음 김종중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60 电子天使 정보없음 김주리/박재성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61 甜心妹 정보없음 김주-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62 非常关系 정보없음 김준-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63 快乐之城 정보없음 김태현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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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格斗 정보없음 노은상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65 萨满 정보없음 谈风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66 黑道公主 정보없음 모모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67 投影爆破点组 정보없음 문석배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68 许士林 정보없음 美蓝漫城提供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69 较量 정보없음 박상준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70 那妞最强2 정보없음 박성재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71 校园霸王 정보없음 배광선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72 可爱的小樱桃 정보없음 서현아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73 双龙游丝 정보없음 小黑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74 囧三国 정보없음 손방언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75 地灾纪 정보없음 손방언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76 双重身份 정보없음 신영우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77 精灵王 정보없음 안성고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78 坟墓第二季 정보없음 양희성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79 鉴定师 정보없음 연우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80 小说家J 정보없음 오성대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81 咕噜咕噜 정보없음 요가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82 月痕 정보없음 우시진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83 欢喜冤家 정보없음 유비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84 特兰西瓦尼亚 정보없음 유형주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85 青苔 정보없음 윤태호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86 换身 정보없음 이동훈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87 我喜欢你第二 정보없음 이지희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88 红眼尤物第一 정보없음 이현세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89 超能力学校第 정보없음 이호윤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90 Back c 정보없음 이효선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91 88药店 정보없음 임여원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92 有班好好上 정보없음 잠위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93 美鞋的诱惑 정보없음 장어진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94 魅惑第二季 정보없음 장유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95 魅惑第一季 정보없음 장유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96 鬼妈妈 정보없음 장홍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97 不完整的爱 정보없음 정대삼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98 我心中的一切 정보없음 정필원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99 为什么喜欢我 정보없음 지완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100 嫣然 정보없음 최해영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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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校园风云录第 정보없음 최해웅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102 魔鬼女朋友 정보없음 하가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103 女人星尘第二 정보없음 한경미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104 小戏倚天 정보없음 혁남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105 鬼脸 정보없음  형민우 정보없음 소프트웨어 캡쳐
106 阿尔戈斯的眼 NIS 아르고스의 눈 장대한/오만필 ㈜대명종 소프트웨어 캡쳐
107 薄荷糖 허브캔디 노이정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108 灵魂伴侣第二 소울메이트 2부 윤이현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109 少年X档案1 소년X파일 이경신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110 月影第二季 월영 이현숙 ㈜대원씨아이 소프트웨어 캡쳐
111 哈娜美 하나미 박성재 ㈜서울문화사 소프트웨어 캡쳐
112 勇气100倍 용기백배 류병민 ㈜학산문화사 소프트웨어 캡쳐
113 宇宙旗袍 스페이스 차이나드레스 원현재/최봉수 ㈜학산문화사 소프트웨어 캡쳐
114 第十一只猫第 열한번째 고양이 김미경 코믹플러스 소프트웨어 캡쳐
115 名品列传 명품열전 이경열/조성황 코믹플러스 소프트웨어 캡쳐
116 外星公主逃婚 미확인비행공주 이유정 코믹플러스 소프트웨어 캡쳐
117 魔法菜谱 레시피 이유정 코믹플러스 소프트웨어 캡쳐
118 江湖佣兵传 강호용병전 전중원 코믹플러스 소프트웨어 캡쳐

합계 1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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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태국 

1. 조사 개요 

(1) 현지 조사 조건 
   ㅇ 평소 한국 만화 콘텐츠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지 16세 ~22세 의 5명의 학생을 통해 

만화 관련 20개 사이트 선별

   ㅇ 20개 사이트들 중 한국 만화 콘텐츠 저작물을 유통, 서비스하고 있는 12개의 서비스 유통 
사이트를 다시 선별

  
(2) 심층조사 대상 12개 태국 웹사이트 목록
연번 심층 조사 사이트
1 http://www.cartoonclub-th.com
2 http://manga.kingsmanga.net
3 http://www.niceoppai.net
4 http://www.punanime.com
5 http://www.anity.net
6 http://www.mangaza.com
7 http://www.cartoonsiam.com
8 http://www.ohiyomanga.com
9 http://www.nekopost.net
10 http://cartoonbaka-th.com
11 http://mangathai.com
12 http://www.nipponanim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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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만화 온라인 유통현황

(1) 한국 만화 유통수량 현황

   ㅇ 포털 사이트 인 구글에서 한국 만화 관련 사이트 검색과 태국 현지인 설문을 통하여 
태국 內 한국 만화 관련 사이트 12개의 사이트를 선별 하여 조사 진행

번호 사이트 네이버 
만화

다음 
웹툰

대원 
씨아이

학산 
문화사

서울 
문화사

아이엠 
닷컴 합계

1 http://www.niceoppai.net 25 7 8 8 1 1 50
2 http://www.cartoonclub-th.com 24 6 10 7 2 - 49
3 http://www.nipponanime.net 19 6 4 7 1 1 38
4 http://www.anity.net 14 8 2 3 2 1 30
5 http://cartoonbaka-th.com 13 4 4 4 1 - 26
6 http://www.mangaza.com 14 1 2 5 1 - 23
7 http://www.ohiyomanga.com 14 1 3 2 1 - 21
8 http://mangathai.com 11 1 1 - - - 13
9 http://www.nekopost.net 9 3 - - - 1 13
10 http://manga.kingsmanga.net 6 1 2 1 - - 10
11 http://www.punanime.com 3 1 4 1 1 - 10
12 http://www.cartoonsiam.com 4 - 2 3 - - 9

합계 156 39 42 41 10 4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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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현지어
1 신의탑 Tower of God SIU 10
2 어빌리티 Ability 손제호/이광수 10
3 오렌지마멜라이드 Orange Marmalade 석우 10
4 소녀더와일즈 Girls of the Wild HUN/제나 9
5 노블레스 Noblesse 손제호/이광수 8
6 닥터프로스트 Dr.Frost 이종범 8
7 킬러분식 Killer Stall 한 8
8 갓오브하이스쿨 The God of High School 박용제 7
9 신령 Divine Bells 이혜 7
10 천년구미호 A Thousand Years Ninetails 기량 7
11 테제 Thesis 하람/김영지 7
12 레사 Lessa POGO 6
13 견우와직녀 Gyon Woo And Jik Nyu 유리아 5
14 나이트런 Knight Run 김성민 5
15 다이스DICE DICE_ The Cube that Changes Everything 윤현석 5
16 더게이머 The Gamer 성상영/상아 5
17 LAYERS Layers 하준성 4
18 마술사 Magician 김세래 4
19 열아홉스물하나 Nineteen TwentyOne 제나 4
20 용의아들 최창식 Dragons Son Changsik 임인스 4
21 프럼프 Trump 이채은 4
22 소울카르텔 Soul Cartel 하람/김영지 3
23 신의탑2 Tower of God 2 SIU 3
24 플로우 Flow 허니비 3
25 ENT ENT 박미숙 2
26 심심한마왕 The Devil King is Bored 김상민 2
27 그 판타지 세계에서 사는 법 Fantasy World Survival 촌장 1
28 언더프린 under PRIN 브림스 1
29 원티드 Wonted 럭스 1
30 지상최악의 소년 Nowhere Boy 정필원 1
31 지피지기 Zippy Ziggy 김언정/황승만 1
32 크리퍼스큘 Crepuscule 밀치/얌치 1

합계 156

(2) 한국 저작권사(또는 출처) 별 만화 유통 현황 표
   ㅇ 포털 사이트 인 구글에서 한국 만화 관련 사이트 검색과 태국 현지인 설문을 통하여 

태국 內 한국 만화 관련 사이트 12개의 사이트를 선별 하여 조사 진행

가. 네이버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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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웹툰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현지어
1 보지못하고듣지못하고사랑해 Cannot See Cannot Hear 

But Love 고영훈 7
2 가우시안블러 Gaussian Blur 박시인 6
3 피노키오 Pinocchio 마루 5
4 레드스톤 Red Storm 노경찬/암현 3
5 레이어즈 아나키 Layers Anarchy 글피 3
6 메트로놈 Metronome 이원진 3
7 블랙윈드 Black Wind 제이군 3
8 오토마타 Automata 김다찌 3
9 거울아씨전 Mirror Girl 환상거북 2
10 마리오네트 Marionette 우강식 1
11 십이야 Twelve Nights 무류 1
12 웨이크 업 데드맨 Wake Up Deadman 김용환 1
13 팔라딘 Paladin 류기운/문정후 1

합계 39

다. 대원 씨아이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현지어

1 그녀와 나의거리  5000만km 50 Million Km 전극진/박진환 7
2 더 브레이커(무림을  뒤흔드는 새로운 물결) The Breaker: New  Waves 박진우/THOR 6
3 더브레이커 The Breaker 전극진/박진환 5
4 불멸의레지스 Immortal Regis 김성재/김병진 3
5 심연의 카발리어 Cavalier of the Abyss 조정만 3
6 아바타르 Avatar 이지원 3
7 용병마루한 Yongbyeong Maluhan 노적 3
8 위치헌터 Witch Hunter 위성우/김수민 3
9 인생은강호 Life Ho 가온비 2
10 킹덤오브좀비 Kingdom of zombie 이혜영 2
11 편견 소녀 A Bias Girl 유제태 2
12 핑 Ping 가온비/쥬더 1
13 헬블레이드 Hell Blade 이종규/김윤경 1
14 혼 Horn 김정욱/김재환 1

합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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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산 문화사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현지어
1 지피지기 Zippy  Ziggy 김언정/황승만 8
2 엑소시스터즈 XO Sisters 박성수/황성원 7
3 폭주배달부  반야 Banya 김영오 6
4 호랑님의  식탁 Sir Tiger's  Table 임해연 5
5 용비불패 Yongbi 문정후 3
6 유레카 Yureka 손희준/김윤경 3
7 필드트립 Field Trip 가온비/Awin 3
8 발작 High School 전상영/김영오 2
9 베리타스 Veritas 윤준식/김동훈 2
10 비스트나인 Beast 9 윤재호/박진환 2

합계 41

마. 서울 문화사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현지어
1 드래곤후 Dragon Who 하연,정재란/김주리 8
2 젠마경무인학원 Zen Martial Arts Academy 김형준 2

합계 10

바. 아이엠 닷컴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현지어
1 소드걸스 Sword Girls 류세린/리키,케이카즈 4

합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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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만화 온라인 유통 현황 및  침해 형태 
(1) 카툰바카 (http://cartoonbaka-th.com)  

   ㅇ 카툰바카 사이트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무료 사이트이며, 총 26편의 한국 만화 침
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11] 카툰바카 로그인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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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의 경우 전문이 태국어로 번안되어 서비스 되고 있었
으며, 온라인에서의 캡처 형식으로 원본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있음  

[그림 Ⅱ-12] 손제호/이광수 作 [어빌리티] 만화 서비스 이미지 

  

[그림 Ⅱ-13] 이혜 作 [신령] 만화 서비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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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카툰바카에서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는 총 26편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Ⅱ-11] 카툰바카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저작권 사 또는 출처 전체 유통량(개)현지어 국문

1 50 Million  kilometer 그녀와 나의거리 5000만km 박진우/THOR 대원씨아이 1
2 Ability 어빌리티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3 A Thousand  Year Nine Tail 천년구미호 기량 네이버만화 1
4 Banya 폭주배달부 반야 김영오 학산문화사 1
5 CAN'T SEE  CAN'T HEAR BUT LOVE 보지못하고듣지못하고사랑해 고영훈 다음웹툰 1
6 Dragon Who 드래곤후 하연,정재란/김주리 서울문화사 1
7 Divine Bells 신령 이혜 네이버만화 1
8 Dr.FROST 닥터프로스트 이종범 네이버만화 1
9 Field Trip 필드트립 가온비/Awin 학산문화사 1
10 Girls the  wilds 소녀더와일즈 HUN/제나 네이버만화 2
11 Gaussian  Blur 가우시안블러 박시인 다음웹툰 1
12 Knight  Run 나이트런 김성민 네이버만화 1
13 KINGDOM OF  ZOMBIE 킹덤오브좀비 노적 대원씨아이 1
14 Layers LAYERS 하준성 네이버만화 1
15 Layers  Anarchy 레이어즈 아나키 글피 다음웹툰 1
16 Noblesse 노블레스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17 Orange  Marmalade 오렌지마멜라이드 석우 네이버만화 1
18 Red  Storm 레드스톤 노경찬/암현 다음웹툰 1
19 The Breaker  New Wave

더 브레이커(무림을 뒤흔드는 새로운  물결) 전극진/박진환 대원씨아이 1
20 Tower Of  God 신의탑 SIU 네이버만화 1
21 Thesis 테제 하람/김영지 네이버만화 1
22 The God Of  High School 갓오브하이스쿨 박용제 네이버만화 1
23 Witch  Hunter 위치헌터 조정만 대원씨아이 1
24 Xo  Sister 엑소시스터즈 박성수/황성원 학산문화사 1
25 Yongbi 용비불패 문정후 학산문화사 1

합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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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킹스망가넷 (http://manga.kingsmanga.net)

   ㅇ 킹스망가넷 사이트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무료 사이트이며, 총 10편의 한국 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14] 킹스망가넷 로그인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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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의 경우 전문이 태국어로 번안되어 서비스 되고 있었
으며, 온라인에서의 캡처 형식으로 원본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있음  

[그림 Ⅱ-15] 전극진/박진환 作 [더 브레이커] 만화 서비스 이미지 

  

[그림 Ⅱ-16] 한 作 [킬러분식] 만화 서비스 이미지 



제2장 해외 만화저작권침해 사례

51

   ㅇ 킹스망가넷에서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는 총 10편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
와 같음  

[표 Ⅱ-12] 킹스망가넷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저작권 사 또는 출처 전체 유통량(개)현지어 국문

1 Gaussian  Blur 가우시안블러 박시인 다음웹툰 1
2 Girls the  wilds 소녀더와일즈 HUN/제나 네이버만화 1
3 Killer Stall 킬러분식 한 네이버만화 1
4 LifeHo 인생은강호 이지원 대원씨아이 1
5 Noblesse 노블레스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6 Orange  Marmalade 오렌지마멜라이드 석우 네이버만화 1
7 TheBreakerNewWaves 더 브레이커(무림을 뒤흔드는 새로운  물결) 전극진/박진환 대원씨아이 1
8 The Gamer 더게이머 성상영/상아 네이버만화 1
9 Tower of God 신의탑 SIU 네이버만화 1
10 Zippy Ziggy 지피지기 김언정/황승만 학산문화사 1

합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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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가타이 (http://mangathai.com)

   ㅇ 망가타이 사이트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료 사이트이며, 총 13편의 한국 만
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17] 망가타이 로그인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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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의 경우 전문이 태국어로 번안되어 서비스 되고 있었
으며, 온라인에서의 캡처 형식으로 원본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있음  

[그림 Ⅱ-18] 망가타이 한국 만화 서비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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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망가타이에서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는 총 13편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Ⅱ-13] 망가타이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저작권 사 또는 출처 전체 유통량(개)현지어 국문

1 50 Million  Km 그녀와 나의거리 5000만km 박진우/THOR 대원씨아이 1
2 Ability 어빌리티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3 Divine  Bells 신령 이혜 네이버만화 1
4 Dr.Frost 닥터프로스트 이종범 네이버만화 1
5 Dragons Son  Changsik 용의아들 최창식 임인스 네이버만화 1
6 Gaussian Blur 가우시안블러 박시인 다음웹툰 1
7 Killer  Stall 킬러분식 한 네이버만화 1
8 Lessa 레사 POGO 네이버만화 1
9 Magician 마술사 김세래 네이버만화 1
10 Tower of God 신의탑 SIU 네이버만화 1
11 Tower of God  II 신의탑2 SIU 네이버만화 1
12 The Gamer 더게이머 성상영/상아 네이버만화 1
13 Zippy Ziggy 지피지기 김언정/황승만 네이버만화 1

합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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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니티넷 (http://www.anity.net)

   ㅇ 애니티넷 사이트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무료 사이트이며, 총 30편의 한국 만화 침
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19] 애니티넷 로그인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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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의 경우 전문이 태국어로 번안되어 서비스 되고 있었
으며, 온라인에서의 캡처 형식으로 원본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있음  

[그림 Ⅱ-20] 이원진 作 [메트로놈] 만화 서비스 이미지

  

[그림 Ⅱ-21] 손제호/이광수 作 [어빌러티] 만화 서비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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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애니티넷에서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는 총 30편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Ⅱ-14] 애니티넷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저작권 사 또는 출처 전체 유통량(개)현지어 국문

1 A Bias  Girl 편견 소녀 위성우/김수민 대원씨아이 1
2 Ability 어빌리티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3 Black Wind 블랙윈드 제이군 다음웹툰 1
4 Cannot See  Cannot Hear But Love 보지못하고듣지못하고사랑해 고영훈 다음웹툰 1
5 DrFrost 닥터프로스트 이종범 네이버만화 1
6 Dragon Who 드래곤후 하연,정재란/김주리 서울문화사 1
7 ENT ENT 박미숙 네이버만화 1
8 Gaussian Blur 가우시안블러 박시인 다음웹툰 1
9 Girls the wids 소녀더와일즈 HUN/제나 네이버만화 1
10 Gyon Woo And  Jik Nyu 견우와직녀 유리아 네이버만화 1
11 Killer Stall 킬러분식 한 네이버만화 1
12 Knight Run 나이트런 김성민 네이버만화 1
13 Metronome 메트로놈 이원진 다음웹툰 1
14 Nineteen  TwentyOne 열아홉스물하나 제나 네이버만화 1
15 Noblesse 노블레스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16 Nowhere Boy 지상최악의 소년 정필원 네이버만화 1
17 Marionette 마리오네트 우강식 다음웹툰 1
18 Orange  Marmalade 오렌지마멜라이드 석우 네이버만화 1
19 Paladin 팔라딘 류기운/문정후 다음웹툰 1
20 Ping 핑 이종규/김윤경 대원씨아이 1
21 Pinocchio 피노키오 마루 다음웹툰 1
22 Sir Tiger s  Table 호랑님의 식탁 임해연 학산문화사 1
23 Sword Girls 소드걸스 류세린/리키,케이카즈 아이엠닷컴 1
24 The God Of  High School 갓오브하이스쿨 박용제 네이버만화 1
25 TheSis 테제 하람/김영지 네이버만화 1
26 Tower of God 신의탑 SIU 네이버만화 1
27 Twelve Nights 십이야 무류 다음웹툰 1
28 XO Sisters 엑소시스터즈 박성수/황성원 학산문화사 1
29 Zen Martial  Arts Academy 젠마경무인학원 김형준 서울문화사 1
30 Zippy ziggy 지피지기 김언정/황승만 학산문화사 1

합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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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툰클럽 (http://www.cartoonclub-th.com)

   ㅇ 카툰클럽 사이트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료 사이트이며, 총 49편의 한국 만
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22] 카툰클럽 로그인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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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의 경우 전문이 태국어로 번안되어 서비스 되고 있었
으며, 온라인에서의 캡처 또는 오프라인 서적의 스캔 형식으로 원본을 불법으로 복
제하고 있음  

[그림 Ⅱ-23] 하연,정재란/김주리 作 [드래곤후] 만화 서비스 이미지

  

[그림 Ⅱ-24] 제이군 作 [블랙윈드] 만화 서비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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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카툰클럽에서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는 총 49편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Ⅱ-15] 카툰클럽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저작권 사 또는 출처 전체 유통량(개)현지어 국문

1 50 Million  Km 그녀와 나의거리 5000만km 박진우/THOR 대원씨아이 1
2 A Thousand  Years Ninetails 천년구미호 기량 네이버만화 1
3 Ability 어빌리티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4 Automata 오토마타 김다찌 다음웹툰 1
5 Avatar 아바타르 이혜영 대원씨아이 1
6 Banya 폭주배달부 반야 김영오 학산문화사 1
7 Beast 9 비스트나인 윤재호/박진환 학산문화사 1
8 Black Wind 블랙윈드 제이군 다음웹툰 1
9 Cannot See  Cannot Hear But Love 보지못하고듣지못하고사랑해 고영훈 다음웹툰 1
10 DICE_ The Cube  that Changes Everything 다이스 DICE 윤현석 네이버만화 1
11 Divine Bells 신령 이혜 네이버만화 1
12 Dr.Frost 닥터프로스트 이종범 네이버만화 1
13 Dragon Who 드래곤후 하연,정재란/김주리 서울문화사 1
14 Dragon's Son  Changsik 용의아들 최창식 임인스 네이버만화 1
15 Flow 플로우 허니비 네이버만화 1
16 Girls of the  Wild 소녀더와일즈 HUN/제나 네이버만화 1
17 Gyon Woo And  Jik Nyu 견우와직녀 유리아 네이버만화 1
18 Hell Blade 헬블레이드 유제태 대원씨아이 1
19 High School 발작 전상영/김영오 학산문화사 1
20 Horn 혼 김정욱/김재환 대원씨아이 1
21 Immortal Regis 불멸의레지스 가온비/쥬더 대원씨아이 1
22 Killer Stall 킬러분식 한 네이버만화 1
23 Kingdom of  zombie 킹덤오브좀비 노적 대원씨아이 1
24 Layers LAYERS 하준성 네이버만화 1
25 Layers Anarchy 레이어즈 아나키 글피 다음웹툰 1
26 Lessa 레사 POGO 네이버만화 1
27 Life Ho 인생은강호 이지원 대원씨아이 1
28 Magician 마술사 김세래 네이버만화 1
29 Nineteen  TwentyOne 열아홉스물하나 제나 네이버만화 1
30 Noblesse 노블레스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31 Orange  Marmalade 오렌지마멜라이드 석우 네이버만화 1
32 Pinocchio 피노키오 마루 다음웹툰 1
33 Soul Cartel 소울카르텔 하람/김영지 네이버만화 1
34 The Breaker 더브레이커 전극진/박진환 대원씨아이 1
35 The Breaker:  New Waves 더 브레이커(무림을 뒤흔드는 새로운  물결) 전극진/박진환 대원씨아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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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The Devil King  is Bored 심심한마왕 김상민 네이버만화 1
37 The Gamer 더게이머 성상영/상아 네이버만화 1
38 The God of  High School 갓오브하이스쿨 박용제 네이버만화 1
39 Tower of God 신의탑 SIU 네이버만화 1
40 Tower of God  Part 2 신의탑2 SIU 네이버만화 1
41 Trump 프럼프 이채은 네이버만화 1
42 under PRIN 언더프린 브림스 네이버만화 1
43 Veritas 베리타스 윤준식/김동훈 학산문화사 1
44 Wake Up  Deadman 웨이크 업 데드맨 김용환 다음웹툰 1
45 XO Sisters 엑소시스터즈 박성수/황성원 학산문화사 1
46 Yongbyeong  Maluhan 용병마루한 김성재/김병진 대원씨아이 1
47 Yureka 유레카 손희준/김윤경 학산문화사 1
48 Zen Martial  Arts Academy 젠마경무인학원 김형준 서울문화사 1
49 Zippy Ziggy 지피지기 김언정/황승만 학산문화사 1

합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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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툰시암 (http://www.cartoonsiam.com)

   ㅇ 카툰시암 사이트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료 사이트이며, 총 9편의 한국 만
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25] 카툰시암 로그인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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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의 경우 전문이 태국어로 번안되어 서비스 되고 있었
으며, 온라인에서의 캡처 또는 오프라인 서적의 스캔 형식으로 원본을 불법으로 복
제하고 있음  

[그림 Ⅱ-26] 석우 作 [오렌지마멜라이드] 만화 서비스 이미지

   ㅇ 카툰시암에서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는 총 9편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Ⅱ-16] 카툰시암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저작권 사 또는 출처 전체 유통량(개)현지어 국문

1 Orange  Marmalade 오렌지마멜라이드 석우 네이버만화 1
2 Sir Tiger s  Table 호랑님의 식탁 임해연 학산문화사 1
3 The  Breaker 더브레이커 전극진/박진환 대원씨아이 1
4 The Breaker  New 

Waves
더 브레이커(무림을 뒤흔
드는 새로운  물결) 전극진/박진환 대원씨아이 1

5 TheSis 테제 하람/김영지 네이버만화 1
6 Tower of God 신의탑 SIU 네이버만화 1
7 XO Sisters 엑소시스터즈 박성수/황성원 학산문화사 1
8 Zippy Ziggy 지피지기 김언정/황승만 학산문화사 1
9 จ ิ งจอกเก าหางพ ันป ี 천년구미호 기량 네이버만화 1

합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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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망가자 (http://www.mangaza.com)

   ㅇ 망가자 사이트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료 사이트이며, 총 23편의 한국 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27] 망가자 로그인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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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의 경우 전문이 태국어로 번안되어 서비스 되고 있었
으며, 온라인에서의 캡처 또는 오프라인 서적의 스캔 형식으로 원본을 불법으로 복
제하고 있음  

[그림 Ⅱ-28] 망가자 한국만화 서비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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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망가자에서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는 총 23편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Ⅱ-17] 망가자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저작권 사 또는 출처 전체 유통량(개)현지어 국문

1 Ability 어빌리티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2 Automata 오토마타 김다찌 다음웹툰 1
3 Banya 폭주배달부 반야 김영오 학산문화사 1
4 Beast 9 비스트나인 윤재호/박진환 학산문화사 1
5 DICE: The Cube  that Changes Everything 다이스 DICE 윤현석 네이버만화 1
6 Divine Bells 신령 이혜 네이버만화 1
7 Dr.Frost 닥터프로스트 이종범 네이버만화 1
8 Dragon Who 드래곤후 하연,정재란/김주리 서울문화사 1
9 Gyon Woo And  Jik Nyu 견우와직녀 유리아 네이버만화 1
10 Killer Stall 킬러분식 한 네이버만화 1
11 Lessa 레사 POGO 네이버만화 1
12 Magician 마술사 김세래 네이버만화 1
13 Noblesse 노블레스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14 Orange  Marmalade 오렌지마멜라이드 석우 네이버만화 1
15 Sir Tiger s  Table 호랑님의 식탁 임해연 학산문화사 1
16 The Breaker 더브레이커 전극진/박진환 대원씨아이 1
17 The Breaker  New Waves 더 브레이커(무림을 뒤흔드는 새로운  물결) 전극진/박진환 대원씨아이 1
18 TheSis 테제 하람/김영지 네이버만화 1
19 Tower of God 신의탑 SIU 네이버만화 1
20 Trump 프럼프 이채은 네이버만화 1
21 XO Sisters 엑소시스터즈 박성수/황성원 학산문화사 1
22 Zippy Ziggy 지피지기 김언정/황승만 학산문화사 1
23 จ ิ งจอกเก าหางพ ันป ี 천년구미호 기량 네이버만화 1

합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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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네코포스트 (http://www.nekopost.net)

   ㅇ 네코포스트 사이트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무료 사이트이며, 총 13편의 한국 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29] 네코포스트 로그인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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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의 경우 전문이 태국어로 번안되어 서비스 되고 있었
으며, 온라인에서의 캡처 또는 오프라인 서적의 스캔 형식으로 원본을 불법으로 복
제하고 있음  

[그림 Ⅱ-30] 고영훈 作 [보지못하고듣지못하고사랑해] 만화 서비스 이미지

  

[그림 Ⅱ-31] 마루 作 [피노키오] 만화 서비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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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네코포스트에서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는 총 13편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
와 같음  

[표 Ⅱ-18] 네코포스트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저작권 사 또는 출처 전체 유통량(개)현지어 국문
1 Ability 어빌리티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2 Cannot See  Cannot Hear But Love 보지못하고듣지못하고사랑해 고영훈 다음웹툰 1
3 Dragon Son  Changsik 용의아들 최창식 임인스 네이버만화 1
4 ENT ENT 박미숙 네이버만화 1
5 Flow 플로우 허니비 네이버만화 1
6 Girl the Wild 소녀더와일즈 HUN/제나 네이버만화 1
7 Gyon-Woo and  Jik-Nyu 견우와직녀 유리아 네이버만화 1
8 Mirror Girl  Name Mirror Girl 거울아씨전 환상거북 다음웹툰 1
9 Nineteen  Twenty One 열아홉스물하나 제나 네이버만화 1
10 Orange  Marmalade 오렌지마멜라이드 석우 네이버만화 1
11 Pinocchio 피노키오 마루 다음웹툰 1
12 Sword  Girls 소드걸스 류세린/리키,케이카즈 아이엠닷컴 1
13 The God Of  High School 갓오브하이스쿨 박용제 네이버만화 1

합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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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이스오빠이 (http://www.niceoppai.net)

   ㅇ 나이스오빠이 사이트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무료 사이트이며, 총 13편의 한국 만
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32] 나이스오빠이 로그인 화면 이미지 

   ㅇ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의 경우 전문이 태국어로 번안되어 서비스 되고 있었
으며, 온라인에서의 캡처 형식으로 원본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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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3] 이혜영 作 [아바타르] 만화 서비스 이미지

  

[그림 Ⅱ-34] 유제태 作 [헬블레이드] 만화 서비스 이미지

   ㅇ 나이스오빠이에서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는 총 50편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Ⅱ-19] 나이스오빠이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저작권 사 또는 출처 전체 유통량(개)현지어 국문

1 50 Million  Km 그녀와 나의거리 5000만km 박진우/THOR 대원씨아이 1
2 Ability 어빌리티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3 A Thousand  Years NineTails 천년구미호 기량 네이버만화 1
4 Avatar 아바타르 이혜영 대원씨아이 1
5 Automata 오토마타 김다찌 다음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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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anya 폭주배달부 반야 김영오 학산문화사 1
7 Crepuscule 크리퍼스큘 밀치/얌치 네이버만화
8 DICE: The Cube  that Changes Everything 다이스 DICE 윤현석 네이버만화 1
9 Divine Bells 신령 이혜 네이버만화 1
10 Dr.Frost 닥터프로스트 이종범 네이버만화 1
11 Dragon Who 드래곤후 하연,정재란/김주리 서울문화사 1
12 Dragon's Son  Changsik 용의아들 최창식 임인스 네이버만화 1
13 Fantasy World  Survival 그 판타지 세계에서 사는 법 촌장 네이버만화 1
14 Field Trip 필드트립 가온비/Awin 학산문화사 1
15 Flow 플로우 허니비 네이버만화 1
16 Gaussian Blur 가우시안블러 박시인 다음웹툰 1
17 Girls of the  Wild's 소녀더와일즈 HUN/제나 네이버만화 1
18 Hell Blade 헬블레이드 유제태 대원씨아이 1
19 High School 발작 전상영/김영오 학산문화사 1
20 Killer Stall 킬러분식 한 네이버만화 1
21 Knight Run 나이트런 김성민 네이버만화 1
22 Layers Anarchy 레이어즈 아나키 글피 다음웹툰 1
23 Layers LAYERS 하준성 네이버만화 1
24 Lessa 레사 POGO 네이버만화 1
25 Life Ho 인생은강호 이지원 대원씨아이 1
26 Metronome 메트로놈 이원진 다음웹툰 1
27 Mirror Girl 거울아씨전 환상거북 다음웹툰 1
28 Noblesse 노블레스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29 Orange  Marmalade 오렌지마멜라이드 석우 네이버만화 1
30 Pinocchio 피노키오 마루 다음웹툰 1
31 Red Storm 레드스톤 노경찬/암현 다음웹툰 1
32 Sir Tiger's  Table 호랑님의 식탁 임해연 학산문화사 1
33 Soul Cartel 소울카르텔 하람/김영지 네이버만화 1
34 Sword Girls 소드걸스 류세린/리키,케이카즈 아이엠닷컴 1
35 The Breaker 더브레이커 전극진/박진환 대원씨아이 1
36 The Breaker:  New Waves 더 브레이커(무림을 뒤흔드는 새로운  물결) 전극진/박진환 대원씨아이 1
37 The Devil King  is Bored 심심한마왕 김상민 네이버만화 1
38 The Gamer 더게이머 성상영/상아 네이버만화 1
39 The God of  High School 갓오브하이스쿨 박용제 네이버만화 1
40 Thesis 테제 하람/김영지 네이버만화 1
41 Tower of God 신의탑 SIU 네이버만화 1
42 Tower of God  Season 2 신의탑2 SIU 네이버만화 1
43 Trump 프럼프 이채은 네이버만화 1
44 Witch Hunter 위치헌터 조정만 대원씨아이 1
45 Wonted 원티드 럭스 네이버만화 1
46 XO Sisters 엑소시스터즈 박성수/황성원 학산문화사 1
47 Yongbyeong  Maluhan 용병마루한 김성재/김병진 대원씨아이 1
48 Yongbi 용비불패 문정후 학산문화사 1
49 Yureka 유레카 손희준/김윤경 학산문화사 1
50 Zippy Ziggy 지피지기 김언정/황승만 학산문화사 1

합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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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니폰아니메 (http://www.nipponanime.net)

   ㅇ 니폰아니메 사이트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료 사이트이며, 총 38편의 한국 
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35] 니폰아니메 로그인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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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의 경우 전문이 태국어로 번안되어 서비스 되고 있었
으며, 온라인에서의 캡처 또는 오프라인 서적의 스캔 형식으로 원본을 불법으로 복
제하고 있음  

[그림 Ⅱ-36] 노경찬/암현 作 [레드 스톤] 만화 서비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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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니폰아니메에서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는 총 38편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
와 같음  

[표 Ⅱ-20] 니폰아니메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저작권 사 또는 출처 전체 유통량(개)현지어 국문
1 50 Million  kilometer 그녀와 나의거리 5000만km 박진우/THOR 대원씨아이 1
2 Ability 어빌리티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3 A Thousand  Year Nine Tail 천년구미호 기량 네이버만화 1
4 A Bias Girl 편견 소녀 위성우/김수민 대원씨아이 1
5 Black Wind 블랙윈드 제이군 다음웹툰 1
6 Banya 폭주배달부 반야 김영오 학산문화사 1
7 Can't see  can't hear but love 보지못하고듣지못하고사랑해 고영훈 다음웹툰 1
8 Dragon  Who 드래곤후 하연,정재란/김주리 서울문화사 1
9 Divine Bells 신령 이혜 네이버만화 1
10 DICE: The Cube  that Changes Everything 다이스 DICE 윤현석 네이버만화 1
11 Dr.FROST 닥터프로스트 이종범 네이버만화 1
12 Field Trip 필드트립 가온비/Awin 학산문화사 1
13 Gyon-Woo &  Jik-Nyu 견우와직녀 유리아 네이버만화 1
14 Girl the  Wild's 소녀더와일즈 HUN/제나 네이버만화 1
15 Gaussian Blur 가우시안블러 박시인 다음웹툰 1
16 Knight Run 나이트런 김성민 네이버만화 1
17 Killer Stall 킬러분식 한 네이버만화 1
18 Layers LAYERS 하준성 네이버만화 1
19 Lessa 레사 POGO 네이버만화 1
20 Metronome 메트로놈 이원진 다음웹툰 1
21 Nineteen  Twenty One 열아홉스물하나 제나 네이버만화 1
22 Noblesse 노블레스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23 Orange  Marmalade 오렌지마멜라이드 석우 네이버만화 1
24 Pinocchio 피노키오 마루 다음웹툰 1
25 Red Storm 레드스톤 노경찬/암현 다음웹툰 1
26 Sir tiger's  table 호랑님의 식탁 임해연 학산문화사 1
27 Sword Girls 소드걸스 류세린/리키,케이카즈 아이엠닷컴 1
28 Tower of God 신의탑 SIU 네이버만화 1
29 The God Of  High School 갓오브하이스쿨 박용제 네이버만화 1
30 Thesis 테제 하람/김영지 네이버만화 1
31 Trump 프럼프 이채은 네이버만화 1
32 The Gamer 더게이머 성상영/상아 네이버만화 1
33 Witch Hunter 위치헌터 조정만 대원씨아이 1
34 XO Sisters 엑소시스터즈 박성수/황성원 학산문화사 1
35 yureka 유레카 손희준/김윤경 학산문화사 1
36 Yongbi 용비불패 문정후 학산문화사 1
37 Yongbyeong  Maluhan 용병마루한 김성재/김병진 대원씨아이 1
38 Zippy  Ziggy 지피지기 김언정/황승만 학산문화사 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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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하이요망가 (http://www.ohiyomanga.com)

   ㅇ 오하이요망가 사이트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무료 사이트이며, 총 38편의 한국 만
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37] 오하이요망가 로그인 화면 이미지 

   ㅇ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의 경우 전문이 태국어로 번안되어 서비스 되고 있었
으며, 온라인에서의 캡처 형식으로 원본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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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8] 오하이요망가 만화 서비스 이미지

   ㅇ 오하이요망가에서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는 총 21편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Ⅱ-21] 오하이요망가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저작권 사 또는 출처 전체 유통량(개)현지어 국문

1 A Thousand  Years NineTails 천년구미호 기량 네이버만화 1
2 Ability 어빌리티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3 Banya 폭주배달부 반야 김영오 학산문화사 1
4 CAN'T SEE  CAN'T HEAR BUT LOVE 보지못하고듣지못하고사랑해 고영훈 다음웹툰 1
5 Cavalier of  the Abyss 심연의 카발리어 가온비 대원씨아이 1
6 DICE: The Cube  that Changes Everything 다이스 DICE 윤현석 네이버만화 1
7 Divine  Bells 신령 이혜 네이버만화 1
8 Dragon Who 드래곤후 하연,정재란/김주리 서울문화사 1
9 Dr.  Frost 닥터프로스트 이종범 네이버만화 1
10 Girls of the  Wild's 소녀더와일즈 HUN/제나 네이버만화 1
11 Killer Stall 킬러분식 한 네이버만화 1
12 Knight  Run 나이트런 김성민 네이버만화 1
13 Lessa 레사 POGO 네이버만화 1
14 Magician 마술사 김세래 네이버만화 1
15 Noblesse 노블레스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16 Orange  Marmalade 오렌지마멜라이드 석우 네이버만화 1
17 TheBreaker(ภาค1) 더브레이커 전극진/박진환 대원씨아이 1
18 The Breaker  New Waves 더 브레이커(무림을 뒤흔드는 새로운  물결) 전극진/박진환 대원씨아이 1
19 Tower of  God 신의탑 SIU 네이버만화 1
20 The God Of  High School 갓오브하이스쿨 박용제 네이버만화 1
21 Zippy  Ziggy 지피지기 김언정/황승만 학산문화사 1

합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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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푼아니메 (www.punanime.com)

   ㅇ 푼아니메 사이트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무료 사이트이며, 총 10편의 한국 만화 침
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39] 푼아니메 로그인 화면 이미지 



제2장 해외 만화저작권침해 사례

79

   ㅇ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의 경우 전문이 태국어로 번안되어 서비스 되고 있었
으며, 온라인에서의 캡처 형식으로 원본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있음  

[그림 Ⅱ-40] 하람/김영지 作 [테제] 만화 서비스 이미지

   ㅇ 푼아니메에서 침해 사례가 발견된 한국 만화는 총 10편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Ⅱ-22] 푼아니메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번호 타이틀 명 글/그림 저작권 사 또는 출처 전체 유통량(개)현지어 국문
1 50 Million  kilometer 그녀와 나의거리 5000만km 박진우/THOR 대원씨아이 1
2 Ability 어빌리티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
3 A Bias Girl 편견 소녀 위성우/김수민 대원씨아이 1
4 CAN'TSEECAN'THEARBUTLOVE 보지못하고듣지못하고사랑해 고영훈 다음웹툰 1
5 Cavalier of  the Abyss 심연의 카발리어 가온비 대원씨아이 1
6 DragonWho 드래곤후 하연,정재란/김주리 서울문화사 1
7 KINGDOMOFZOMBIE 킹덤오브좀비 노적 대원씨아이 1
8 Soul Cartel 소울카르텔 하람/김영지 네이버만화 1
9 Thesis 테제 하람/김영지 네이버만화 1
10 Veritas 베리타스 윤준식/김동훈 학산문화사 1

합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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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말레이시아

1. 조사 개요 

(1) 현지 조사 조건 

   ㅇ 구글 말레이시아, 야후 말레이시아, MSN 말레이시아 등 현지에서 가장 유명한 검색
사이트에 영어&말레이어로 ‘한국 웹툰/한국 만화1)’이라고 검색하여 현지에서 접속가
능한 사이트 및 리소스를 조사함 

   ㅇ 한국 만화가가 그렸지만, 일본어로 출간되었고, 판권이 일본에 있는 만화들은 조사대
상에서 제외시킴 

  
(2) 심층조사 대상 6개 말레이시아 웹사이트 목록
연번 심층 조사 사이트

1 http://www.batoto.net
2 http://www.webtoonlive.com
3 https://www.compopop.com
4 http://www.tumblr.com
5 http://koreanwebtoons.wikia.com
6 http://blog.korea.net

1) Komik Korea, Korean webtoon, Korean Comics, Korean Manhw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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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만화 온라인 유통현황

(1) 한국 만화 유통수량 현황

   ㅇ 구글 말레이시아, 야후 말레이시아, MSN 말레이시아 등 현지에서 가장 유명한 검색
사이트에 영어&말레이어로 ‘한국 웹툰/한국 만화’이라고 검색하여 말레이사아 內 한
국 만화 관련 사이트 8개의 사이트를 선별 하여 조사 진행

구분 사이트

네
이
버 
만
화

다
음 
웹
툰

대
원 
씨
아
이

삼
양
출
판
사

서
울 
문
화
사

학
산 
문
화
사

기타 합계

1 http://www.batoto.net 165 65 100 95 59 48 68 600
2 http://www.webtoonlive.com 9 1 - - - - - 10
3 https://www.compopop.com - - - - - - 18 18
4 http://www.tumblr.com 2 1 - - - - 2 5
5 http://koreanwebtoons.wikia.com 22 1 - - - - 3 26
6 http://blog.korea.net 2 - - - - - 7 9

합계 200 68 100 95 59 48 98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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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저작권사(또는 출처) 별 만화 유통 현황 표
가. 네이버 만화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현지어
1 와라! 편의점 Welcome to the convenience store 지강민 5
2 레사 Lessa POGO 3
3 신의 탑 Tower of God siu 3
4 오렌지 마말레이드 Orange Marmalade seok woo 3
5 클라우드 아틀라스 Cloud Atlas siu 3
6 폭풍의 전학생 Transfer Student Storm Bringer 강냉이 3
7 핑크 레이디 Pink Lady 연우 3
8 3월의 토끼 March rabbit runeis 2
9 나이트런 Knight Run 김성민 2
10 달빛머리 Moonlight Hair 홍대의 2
11 마술사 Magician 김세래 2
12 마키시의 이웃들 Makisi's neighbours ttang16 2
13 목욕의 신 God of Bath 하일권 2
14 봉천동 귀신 Bongcheon-dong Ghost Story 호랑 2
15 선인장과 라디오 Cactus and Radio runeis 2
16 소녀 더 와일즈 Girl's of the Wild's hun/제나 2
17 스페이스 차이나드레스 Space China Dress 최봉수/원현재 2
18 아벨의 방주 Ark of Abel koung418 2
19 안나라수마나라 Annarasumanara 하일권 2
20 최강전설 강해효 Ultimate Legend 최병열 2
21 쿠베라 Kubera 카레곰 2
22 트럼프 Trump 이채은 2
23 특수 영능력 수사반 Supernatural Investigation department 사다함 2
24 펭귄 러브스 메브 Penguin loves Mev 펭귄 2
25 17살, 그 여름날의 기적 17 Years Old, That Summer Day's Miracle 석우 2
26 3단 합체 김창남 13 Level Combination 하일권 2
27 ENT. ENT.-Ore no Kagi ga Hazusareta K Noukai 박미숙/강은영 1
28 MY OH MY OH 박카린 1
29 갓 오브 하이스쿨 The God of highschool 박용제 1
30 거상 김만덕 The Great Merchant Kim Manduk 신지상/오은지 1
31 격투기특성화사립고교극지고 Special Martial Arts Extreme Hell Private High School 허일 1
32 고삼이 집나갔다 GoSam Ran Away From Home miti 1
33 고양이가 살다 The Cat Lives tweetyina 1
34 공간 Space 백종인 1
35 구름의 노래 Song of the Cloud 호랑 1
36 그 판타지 세계에서 사는 법 Fantasy World Survival 촌장 1
37 그린보이 Green Boy 정재한/임진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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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까치우는 날 The Day the Magpie Cries 누비 1
39 꽃밭에 솔 Pine in the Flower Garden 209 1
40 꿈의카페 영다방 Café of Dream 석우 1
41 나의 꿈, 나의 일 My Dream, My Work 석우 1
42 나의목소리를들어라 Hear My Voice 이현민 1
43 날지못하는악마 The Devil Who Can't Fly dkflrla123 1
44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 Nam Gi-han To be an Elite 홍승표 1
45 내 어린고양이와 늙은개 My Young Cat and My Old Dog 초 1
46 네로의 실험실 Nero's Laboratory 외눈박이/시현 1
47 노네임드 NoNameD 문지현 1
48 노브레싱 No Breathing 오혜민 1
49 노블레스 Noblesse 손제호/이광수 1
50 뇌호 Nweho qnfqlrj 1
51 늑대의 성 Wolf's Castle 타라 1
52 능능 Neung Neung bboonggg 1
53 다이스 DICE : The Cube that Changes Everything 윤현석 1
54 닥터 프로스트 Dr. Frost 이종범 1
55 달의 유혹 Temptation Moon 우은지/홍성경 1
56 달콤한 인생 A Bittersweet Life 이동건 1
57 당신만 몰라! Dear, Only You Don't Know! 유리아 1
58 더 게이머 The Gamer 성상영/상아 1
59 더스피릿 The Spirit frank 1
60 덴마 Denma 양군/홍승희 1
61 두근두근두근거려 My Heart is Beating 하일권 1
62 드래곤 레시피 Dragon Recipe 엽/ELDO 1
63 라이카 Laika 아이랑 1
64 레드 울버린 Red Wolverine 곰방 1
65 레인보우 로즈 Rainbow Rose 장유라 1
66 로스트 LOST 정민용 1
67 마녀의 시간 Wish~Time of the Witch 한송이 1
68 마법 학원 에데니아 - 하늘편지 Magical Academy Ethnia - Letters to the Sky 임두재 1
69 마음의 소리 A Sound From Your Heart 조석 1
70 매지컬 고삼즈 Magical Exam Student seri/비완 1
71 멜로홀릭 Melo Holic 팀겟네임 1
72 문아 Moon-Ah 팬마 1
73 뮴뮴신 Myum-Myum 카레곰 1
74 미선 임파서블 Misun impossible 이수민 1
75 미숙한 친구는 G구인 Immature EARTHling Friend 최삡뺩 1
76 미호이야기 Miho's Story 혜진양 1
77 바람의 색 Colors of the Wind 재아/임광묵 1
78 바람이 머무는 난 Abide in the Wind 신월 1
79 바이올린처럼 Like Violin 김윤주 1
80 방과후전쟁활동 Afterschool War Activities 하일권 1
81 방울토마토 Cherry Tomato 조양 1
82 별의 유언 Star's Last Wish 후은 1
83 봄이여 오라 Come Spring 샐비 1
84 부탁해요 곰씨! Please! Mr. Bear! M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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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부토 Shy Rabbit BOOTO 정현주 1
86 블라인드 메르헨 Blind Marchen 윤현석/연우 1
87 블랙 헤이즈 Black Haze dydyddl7 1
88 블루믹 BlueMic classic_diva 1
89 비흔 Be Heun 정재한/황영찬 1
90 빠삐냥 Papi Nyang 구아바 1
91 빵점동맹 Zero Points Alliance 마사토끼/joana 1
92 사랑의 아쿠아리움 Love Aquarium TGM/린다 1
93 사랑일까 Is this Love? 남지은/김인호 1
94 삼봉이발소 Sambong Barber Shop 하일권 1
95 새끼손가락 Baby Finger 이익수 1
96 새와 같이 Like a Bird 후은 1
97 색으로 말하다 Speak Through Colors 요한/제나 1
98 선데이케이스 Sundaycase crotooth 1
99 세개의 시간 The Three Tomes 노란구미 1
100 세렌디피티 Serendipity 우은지 1
101 소년전 Son Yeon Jeon 라디야 1
102 소설가J Writer J 오성대 1
103 소울 카르텔 Soul Cartel 하람/김영지 1
104 숲속의 성 The Castle in the Woods pina5555 1
105 스토커 Stalker 단우 1
106 스페이스 Space baek jong in 1
107 스퓨메어 Sfumare raincat09 1
108 시간선2막 Timeline kapikana 1
109 신과 함께 With the Gods 주호민 1
110 신령 Divine Bells 이혜 1
111 심심한 마왕 The Devil King is Bored 김상민 1
112 쎈놈 Ssen Nom 박용제 1
113 아는사람 이야기 Story of Someone We Know 오묘 1
114 아이들의 권 선생님 The Children's Teacher, Mr.Kwon 호우 1
115 아틀레냐 Atlania kez 1
116 안나&토비 Anna&Toby pablo Stanley 1
117 알게뭐야 What's There To Know 김재한 1
118 야!오이 Ya! Oee 랑또 1
119 어빌리티 Ability 손제호/이광수 1
120 어서오세요! 305호에! Welcome to Room #305! 와난 1
121 언더클래스 히어로 Underclass Hero 준 1
122 언더프린 Under Prin 브림스 1
123 언령 UnLeong ttl6458 1
124 얼룩말 Zebra 자유 1
125 에이디 Aidie roxerre 1
126 에이머 Aimer 구동인 1
127 엘리오스 전기 Helios Chronicles 김언정/정수영 1
128 연민의굴레 Ties of Compassion 재활용 1
129 옆집 총각네 뱀파이어 그녀 The Vampire and the Bachelor Next Door ondalica 1
130 옆집화랑 The Hwarang Next Door 최남새 1
131 오늘의 낭만부 Today's Romanrics Club 억수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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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오란씨100 Ms Oran 박민경 1
133 오마이갓 Oh, My God! 강지영/현예지 1
134 용의 아들 최창식 Dragon's Son Changsik 임만섭 1
135 용이산다 The Dragon Next Door 초 1
136 우월한하루 Superior Day 팀겟네임 1
137 웃지 않는 개그반 Utji Anhneun GaeGeuban 현용민 1
138 원티드 Wonted 럭스 1
139 웨스트우드 비브라토 Westwood Vibrato 윤인완/김선희 1
140 윈드브레이커 Wind Breaker 조용석 1
141 유토피아 Utopia 늑대삼 1
142 인간의 숲 Forest of Humans 황준호 1
143 제페토 Gepetto 연제원 1
144 죽음에 관하여 Regarding Death 시니/혀노 1
145 지상 최악의 소년 Nowhere Boy 정필원 1
146 차차차 Cha Cha Cha 한나 1
147 천년구미호 A Thousand Years Ninetails 기량 1
148 체스아일 Chess Isle cid 혁군 1
149 치즈인더트랩 Cheese in the trap 순끼 1
150 카오스어택 Chao Attack 맛스타 1
151 코끼리를 끌어안는 방법 How to Hug an Elephant 백희정 1
152 쿨하게 지구멸망 If the World Ends, That's Cool! 랑또 1
153 킬러분식 Killer Stall han 1
154 탈 TAL 강임 1
155 탈리시아 Talysia Sjs0614 1
156 테제 Thesis 하람/김영지 1
157 투엔티스 Twenty's Lovestory 김명현 1
158 패밀리맨 Familyman 정필원 1
159 펫다이어리 Pet Diary 요한/김혜진 1
160 풍월주 Aletheia seawo2012 1
161 프리드로우 Free Throw 전선욱 1
162 플로우 The Flow: Stream 배은혜 1
163 헬퍼 Hellper 삭 1
164 홀리 앨리스 Holy Alice rain94bow 1
165 흐드러지다 In Full Bloom 연제원 1

합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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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웹툰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현지어
1 레이어즈 아나키 Layers Anarchy 글피 2
2 보지 못 하고 듣고 못하고 사랑해 Can't see Can't hear But love 고영훈 2
3 피노키오 Pinocchio 마루 2
4 가론피 P P 1
5 가우시안 블러 Gaussian Blur 박시인 1
6 개와 토끼의 주인 The Dog and Rabbit's Owner 이원진 1
7 거울아씨전 Mirror Girl 환상거북 1
8 겨울하나 One Winter 마루 1
9 고양이 장례식 Cat Funeral 홍작가 1
10 그 마법사가 남기고 간 이야기 the tale left by that magician milkong kim 1
11 글로리힐 Glory Hill 이종규/이윤균 1
12 꿈꾸는 고양이 바림 Dreaming Cat Varim 장소영 1
13 나쁜 여자들 Bad Girls miso 1
14 노루 Noru 안성호 1
15 늑대처럼 울어라! Cry Like Wolves! 이세형 1
16 다시, 봄 Again, Spring 라라시스터 1
17 다이아몬드 더스트 Diamond Dust 강형규 1
18 다정한 겨울 The Friendly Winter 이준 1
20 달세즈 Lullaby for the Moon 세라 1
21 라임 오딧세이 Lime Odyssey - The Chronicles of ORTA 글피 1
22 레드 스톰 Red Storm 노경찬/암현 1
23 마리오네트 Marionette 우강식 1
24 마왕을 위한 동화 A Fairytale for The Demon Lord 김용환 1
25 매치스틱 트웬티 Matchstick Twenty 마사토끼/도현 1
26 메트로놈 Metronome 이원진 1
27 모델 Model miso 1
28 무림수사대 Murim Investigation Team 이충호 1
30 미세스 선녀 Mrs Angel 박세준/아초 1
31 블랙 윈드 Black Wind 제이군 1
32 뿔 Horn 팀 샐러드레씽 1
33 샤먼 Shaman 담풍 1
34 십이야 Twelve Nights 무류 1
35 아따끄 Attaque 이세형 1
36 아메리칸 유령잭 American Ghost Jack 한지혜/안정은 1
37 아코르 Accord 마하로/이지영 1
36 그 판타지 세계에서 사는 법 Fantasy World Survival 촌장 1
37 그린보이 Green Boy 정재한/임진국 1
38 언더시티 Under City 쵸밥 1
39 오버 스팀 Over Steam 유동혁/서윤교 1
40 오토마타 Automata 김다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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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외발로 살다 Living With One Leg 고영훈 1
42 웨이크 업 데드맨 Wake Up Deadman 김용환 1
43 위험한 들개들 The Jackals paprika 1
44 은밀하게 위대하게 SecretlyGreatly 훈 1
45 전설의 주먹 Fist of Legend 이종규/이윤균 1
46 좌우 Left Right 김수용 1
47 주선 Zusun 호랑 1
48 지옥에서 From Hell hun 1
49 짐승수컷고등학교 School in the Wild 비누끼 1
50 창백한 말 The Pale Horse 추혜연 1
51 천연 Heavenly Match ALIC 1
52 체이서 Chaser 하준성 1
53 최후의 질문 The Last Question 정보없음 1
54 카산드라 Cassandra 이하진 1
55 트레이스 Trace 고영훈 1
56 트레이스 1.5 Trace 1.5 고영훈 1
57 트레이스: 향수 Trace: Perfume 김다찌 1
58 트레져헌터 Treasure Hunter 허견 1
59 파라다이스 Paradise 미소 1
60 팔라딘 Paladin 류기운/문정후 1
61 페어리 하트 Fairy Heart 타라 1
62 페이머스맨 Famous Man 유비 1
63 포션매니아 Potion Mania 톱밥 1
65 피크 Peak 홍성수/임강혁 1
66 해치지않아 Won't Hurt You 훈 1
67 향연상자 Banquet Box 훈 1
68 홀리 앨리스 Holy Alice rain95bow 1

합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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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원 씨아이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현지어

1 8mm 8 mm 유나 1
2 Really?! Really?! 이현숙 1
3 SM헌터 SM Hunter 유나 1
4 개와 늑대의 시간 Time Berween Dog and Wolf 유나 1
5 공주님과 건달님 Princess and a Bum 김희경 1
6 귀신별곡 Gwisin Byeolgok 한현동 1
7 그녀와 나의 거리 5000만km 50 Million Km 박진우/Thor 1
8 꿈을 엮는 소년 A boy who fishes dream 한나혜 1
9 나라를 구했다! The Country is saved! 신해영/이상은 1
10 나비 Nabi 김연주 1
11 나의 짐승남 My Beast 차경희 1
12 날라리 수업 The Delinquent Lesson 연두/김예빈 1
13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뚱땡이 My Lovable Fatty 이희정 1
14 네피림존 Nephilim John 류금철 1
15 녹턴 Nocturne 박은아 1
16 다크에어 Dark Air 박민서 1
17 디어 다이어리 Dear Diary 윤이현 1
18 라그나로크 Ragnarok: Into the Abyss 이명진 1
19 라모스카 La Mosca 강형규 1
20 라온 Laon 아아루/유현 1
21 레드럼 327 Redrum 327 고야성 1
22 레이디 디텍티브 Lady Detective 전혜진 1
23 레전드 허슬 Legend Hustle 김경열 1
24 로스트 인 런던 Lost in London 이은영 1
25 루비돌 Ruby Doll 최경아 1
26 리버스 Rebirth 이강우 1
27 리치걸 Funny Money Rich Girl 서수연 1
28 마제 King of Hell 나인수/김재환 1
29 모델 Model 이소영 1
30 몽크 Monk! 홍동기/오경화 1
31 무신전쟁 The God's War 형민우 1
32 바벨 Babel 김정한 1
33 뱁티스트 Baptist 유경원/문성호 1
34 별을 가진 작은 여우 Little Fox with a Star 금보리 1
35 불멸의 레지스 Immortal Regis 가온비/쥬더 1
36 붉은 에레혼 Red Erewhon 이종규/강재신 1
37 비비 Bibi 최경아 1
38 비스킷 Biscuit 계승희 1
39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Seduction More Beautiful Than Love 이현숙 1
40 서천화원 West Heaven Garden 함형숙 1
41 세이버 Saver 이은영 1
42 소녀왕 Girl Queen 김연주 1
43 소마신화전기 애장판 The Legend of Soma 황용수/양경일 1
44 수라도 Surado 김정욱/최보하 1
45 스위트 달링이 되어줘 Be My Sweet Darling 도짱 1
46 스위티 Sweety 박재성/김주리 1
47 신 구미호 Shin Gumiho 한현동 1
48 신데렐라 맨 Cinderella Fella 김희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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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신암행어사 Shin Angyo Onshi 윤인완/양경일 1
50 심연의 카발리어 Cavalier of the Abyss 가온비/쥬더 1
51 씨엘 Ciel the Last Autumn Story 임주연 1
52 아르미안의 네 딸들 Four Daughters of Armian 신일숙 1
53 아르카나 Arcana 이소영 1
54 아바타르 Avatar 이혜영 1
55 아이렌 I-Ren 아이반 1
56 아쿠아마린 Aquamarine 하성현 1
57 아크로드 Archlord 박진환 1
58 악마의신부 Devil's Bride 임주연 1
59 악의 꽃 The Flowers of Evil 이현숙 1
60 애인발견 Forget about Love 이상은 1
61 앤 더 러버 Anne the Lover 지완 1
62 언밸런스 언밸런스 Unbalance X Unbalance 임달영/이수현 1
63 열혈강호 Ruler of the Land 전극진/양재현 1
64 와일드 스쿨 Wild School 김정한 1
65 용병 마루한 Yongbyeong Maluhan 김성재/김병진 1
66 위치 헌터 Witch Hunter 조정만 1
67 윙 Wing 김윤정 1
68 유아독존 Yoo Ah Dok-Jon 임애주 1
69 이 소년이 사는 법 The Way This Boy Lives 서문다미 1
70 이상한 나라의 하숙집 Boarding House in Wonderland 하성현 1
71 인생은 강호 Life Ho 위성우/이지원 1
72 재로 - 시작의관 Zero The Gate of Beginning 임달영/박성우 1
73 제노글로시아 XenoGlossia 송치훈 1
74 제로 - 흐름의 원 Zero - Circle of Flow 임달영 1
75 지 스쿨 G-School 김병철 1
76 체인지가이 Change Guy 손은호/최명수 1
77 체크 메이트 Checkmate 김상엽 1
78 카페 벨로마노 Café Velomano 가리/이혜령 1
79 크림 Cream 이은영 1
80 클레타 Cleta 김동준 1
81 키다리 아저씨 Daddy Long Legs 도짱 1
82 킹덤오브좀비 Kingdom of Zombie 노적 1
83 트럼프! Trimp! 정현주 1
84 특명! 1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 50 Rules for Teenagers 나예리 1
85 티르전기 Legend of Tyr 라인수/손창호 1
86 파검기 Chronicles of the Cursed Sword 여법룡/박희진 1
87 편견소녀 A Bias Girl 위성우/김수민 1
88 평범한 게 좋아! Like ti Be Ordinary! 마루 1
89 풍장의 시대 Era of Edath 이성규/가리 1
90 프리스트 Priest 형민우 1
91 프린세스 Princess 한승원 1
92 피케이 Player Kill 박철호/이종규 1
93 핑 Ping 이종규/김윤경 1
94 해피 & 머피 Happy & Murphy 고민정 1
95 행복한 미식가 Happy Epicurean 서문다실/서문다미 1
96 헬블레이드 Hell Blade 유제태 1
97 호러 컬렉터 Horror Collector 이소영 1
98 혼 Horn 김정욱/김재환 1
99 흑신 Black God 임달영/박성우 1
100 히어로 주식회사 Company of House 하일권/김진석 1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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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산 문화사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현지어
1 COY Crush on You 이경하 1
2 MAX M.A.X 허국화/박경란 1
3 고양이와 새 Cat and Bird 김소희 1
4 귀 Gwi 오래밝음/김영오 1
5 니나잘해 Nina Jalhae 조운학 1
6 단구 Dangu 박중기 1
7 루어 Rure 서문다미 1
8 마린블루 Marine Blue 어숙일 1
9 마법병단 Witchcraft Troops 윤준식 1
10 마이언 전기 The Legend of Maian 임달영/정수철 1
11 메탈하트 Metal Heart 윤재호 1
12 몽환백서 A Book of Dream 임애주/임진주 1
13 바닐라 프로스팅 Vanilla Frosting 이로모 1
14 발작 High School 김영오/전상영 1
15 베리타스 Veritas 윤준식/김동훈 1
16 별에서 온 소년 The Boy from the Moon 나예리 1
17 불꽃의 인페르노 Aflame Inferno 임달영/김광현 1
18 불면증 Insomnia 박은아 1
19 블래스트 Blast 이하나/박강호 1
20 비스트 나인 Beast 9 윤재호/조승엽 1
21 수요전 Suyojeon 나노 1
22 쉬즈곤 She's Gon 손희준/Wudang-Q 1
23 스위티 젬 Sweety Gem 박은아 1
24 스페이스 차이나드레스 Space China Dress 최봉수/원현재 1
25 시에스타 Siesta 이영유 1
26 아즈라엘 Azrael 김환채/박정열 1
27 엑소시스터즈 XO Sisters 박성수/황성원 1
28 여왕의 기사 The Queen's Knight 김강원 1
29 여자친구만들고파! Need a Girl 류병민/박형준 1
30 용비불패 YongbitheInvincible 문정후 1
31 유레카 Yureka 손희준/김윤경 1
32 유령왕 The Phantom King 임달영/윤재호 1
33 유리구두 Glass Shoes 임해연 1
34 육식공주 예그리나 Carnivorous Princess Yegrinna 하일권/김지민 1
35 인형가 Song of the Doll 이선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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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잭프로스트 Jack Frost 고진호 1
37 좋은 사람 Good Fellow 백정원 1
38 좋은 사람 Good person 백정원 1
39 지피지기 Zippy Ziggy 김언정/황승만 1
40 총바치 Ghost Hunter 유상진 1
41 치로 Chiro Star Project 백혜경 1
42 틴 스피릿 Teen Spirit 김지은 1
43 페퍼민트 Peppermint 서은진 1
44 폭주배달부 반야 Banya 김영오 1
45 프리징 퍼스트 크로니클 Freezing - First Chronicle 임달영/윤재호 1
46 필드 트립 Fied Trip 가온비/a win 1
47 호랑님의 식탁 Sir Tiger's Table 임해연 1
48 그냥 저냥 I am Currently Living with a Bear 이로모 1

합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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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서울 문화사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현지어
1 8용신전설 Dark Striker 박성우 1
2 H2O H2O 황숙지 1
3 ZEN 마경 무인학원 Zen Martial Arts Academy 김준형/타이보기 1
4 가물치전 0/6 이유정 1
5 건드리지마! Don't Touch Me! 서현주 1
6 게임방 손님과 어머니 My Mother and the Game-room Guest 기선 1
7 궁 Goong 박소희 1
8 나우 NOW 박성우 1
9 나이페스 Naipes 성현경 1
10 넌 너무 멋져 You're So Cool 이영희 1
11 독서클럽 Book Club 서윤영/조주희 1
12 드래곤후 Dragon Who 하연 1
13 디어 왈츠 Dear Waltz 윤지운 1
14 란제리 Lingerie 서윤영 1
15 레일로드 Railroad 윤미경 1
16 롤러코스터 Pure Love 360 김숙희 1
17 리얼퍼플 Real Purple 박소희 1
18 리플레이 Replay 류량 1
19 마나 Mana 이빈 1
20 마스카 Masca - The Beginning 김영희 1
21 마스카 Masca - The Tale of the Great Mage of Hessed 김영희 1
22 마스카 Masca - The Kings 김영희 1
23 사라사 Sarasah 류량 1
24 새콤달콤 Sour & Sweet 김윤정 1
25 설탕 중독 Sugar Addiction 공구구 1
26 세자빈 프로젝트 Crown Princess Project 김수연 1
27 소녀화첩 Antique romance 김미정 1
28 쉐이드 Shade - The Other Side of Light CATTY/안노은 1
29 스톰 Storm 강은영 1
30 시니컬 오렌지 Cynical Orange 윤지운 1
31 신 소녀 Neo Girl 강은영 1
32 아기장수 이야기 Chronicles of the Grim Peddler 이정아 1
33 앵그리 Angry 김재연 1
34 야야 Yaya 강은영 1
35 어화둥둥 내보르미 Don't Cry Bureum 이윤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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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에뷔오네 Evyione 김영희 1
37 엔젤샵 Angel Shop 황숙지 1
38 오 마이 로맨틱 구미호 Oh, My Romantic Kumiho 김명미 1
39 오늘도 무사히! Safe Again Today 유진수/박설아 1
40 작은아씨들 Dear My Girls 김희은 1
41 절대마녀 Absolute Witch 김태연 1
42 절정 The Summit 이영희 1
43 천랑열전 Chun Rang Yul Jun 박성우 1
44 천행기 Destination Heaven Chronicles 이윤희/카라 1
45 천향비화 Chun Hyang Bi Hwa 나효은 1
46 체크 메이트 Checkmate 김윤정 1
47 촤르륵 클로즈업 Close Up 김문식 1
48 캐쉬걸 Cash Girl 김수연 1
49 큐 Cue 나효은 1
50 크로디아 전기 Crodia 김준형/권용안 1
51 탐나는 도다 Shipwrecked! 정혜나 1
52 티아라 Tiara 이윤희/카라 1
53 파란만장 다이어리 A Diary of Troublesome Adventures 유하진 1
54 파파야 Papaya 강은영 1
55 프리티 Pretty 하시현 1
56 플라티나 Platina 김연주 1
57 하이힐을 신은 소녀 Girl in Heels 천계영 1
58 화 Hwa 이영희 1
59 히싱 Hissing 강은영 1

합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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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삼양 출판사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현지어

1 100일 사랑 A Love in 100 Days 황미리 1
2 18세, 우리 결혼 했어요 18 Years Old, We Got Married 한유랑 1
3 5천원만주면 키스해주는 놈 The Guy Who Will Give a Kiss for 5000 황미리 1
4 가면속의 사랑 Love in the Mask 한유랑 1
5 건달 히어로 Gangster Hero 황미리 1
6 고양이 주인님 길들이다 Taming the Cat Master 한유랑 1
7 곰같은 여우 늑대를 만나다 The Bear-Like Fox Meets The Wolf 한유랑 1
8 공주님을 찾습니다 I'm Looking for the Princess 한유랑 1
9 귀족연애사 Nobles' Love Company 한유랑 1
10 그녀는 무서워 She's Scary 황미리 1
11 그녀를 믿지마세요 Don't Believe Her 황미리 1
12 그놈에게 바치는 장미 He's Dedicated to Roses 황미리 1
13 그레이지걸 신비아 이계로 가다!! Crazy Girl Shin Bia 황미리 1
14 금지된 키스 Forbidden Kiss 한유랑 1
15 기다려! 늑대 Wait! Wolf 황미리 1
16 나만의 공주님 Personalized Princess 황미리 1
17 나의 사랑스런 주인님 My Lovely Master 한유랑 1
18 난 너만 생각해 I Care About You 한유랑 1
19 난 엄마 넌 아빠 Nan Eomma Nun Appa 황미리 1
20 내 남친은 뱀파이어 My Boyfriend is a Vapire 한유랑 1
21 내 인생의 태클 A Tackle On My Life 황미리 1
22 내숭 9단 프로젝트 Nae-soong 9th Grade Project 한유랑 1
23 너에게 간다 Going to You 한유랑 1
24 네레이드의 전설 Legend Of Nereid 황미리 1
25 네버 크라이 Never Cry 한유랑 1
26 누님 VS 형님 Big Sister VS Big Brother 한유랑 1
27 니가 세상의 전부다 You Are My Everything 황미리 1
28 단하나뿐인 걸 GIRL 황미리 1
29 도깨비 왕국으로 간다 Going to the Troll's Kingdom 한유랑 1
30 둘시네아를 위하여 For the Sake of Dulcinea 황미리 1
31 러버보이 Lover Boy 한유랑 1
32 마녀의 가게 Witch Shop 황미리 1
33 마지막 키스는 너와 함께 Last Kiss 한유랑 1
34 머니 바이러스 Money Virus 황미리 1
35 모과를 기억하세요? Do yoy Remember the Mogwa? 한유랑 1
36 무적 연변걸 Invincible Yeonbyeongeol 황미리 1
37 문제아 건드리고 살아남기 Surviving a Rebel 한유랑 1
38 물좋은 하숙집 Boarding House of Hunks 황미리 1
39 미운오리백조되기 Miunohri to Swan 황미리 1
40 바나나 스쿨 Banana School 나하란 1
41 바람피지마! Don't Cheat on Me! 한유랑 1
42 반항하지마 Do not Fight 전영희 1
43 백설지옥강림 Advent of Snow White of the Hell 황미리 1
44 보디가드 Bodyguard 황미리 1
45 불량 신데렐라 Delinquent Cinderella 황미리 1
46 비밀 Secret 한유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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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비바 러브 유 Viva Love You 전영희 1
48 비터 스위트 러브 Sweet Bitter Love 한유랑 1
49 빙의 Love Fantasy 황미리 1
50 사랑SOS Love SOS 황미리 1
51 사랑에 미쳐라 Love Like Crazy 황미리 1
52 사랑의 총알 Love Bullet 황미리 1
53 사랑지기 A Love Guard 황미리 1
54 상속받은 그녀 Inheritress 한유랑 1
55 샌드위치 걸 Sandwich Girl 한유랑 1
56 서유기 플러스 어게인 Plus Again 고진호 1
57 세상아 덤벼라! World Bring It On! 황미리 1
58 세이 세이 세이 Say Say Say 황미리 1
59 섹시한 못난이 The Sexy Simpleton 황미리 1
60 소녀본색 Her True Color 한유랑 1
61 신 목연아의 신혼일기 Mok Yuna's Honeymoon Diary 한유랑 1
62 아이 두 아이 두 I Do I Do 한유랑 1
63 아이돌 쇼핑 Idol Shopping 황미리 1
64 아이돌 클럽 Idol Clubs 한유랑 1
65 악마와결혼 Marriage with Evil 한유랑 1
66 암컷늑대의 보이 Boy of the Female Wolf 한유랑 1
67 애인퍼즐 Lover Puzzle 황미리 1
68 여우가 늑대되는 순간 The Moment When a Fox Becomes a Wolf 황미리 1
69 여학생 School Girl 전영희 1
70 열혈여아 Hot-Blooded Woman 황미리 1
71 예쁜남자 신드롬 Nice Guy Syndrome 황미리 1
72 오빠와 남친과 그녀석 My Brother, Boyfriend, and He 전영희 1
73 왕가의 후예 The Descendant of the Dynasty 황미리 1
74 원수를 사랑하라 To Love Our Enemies 한유랑 1
75 원츄 Want You 황미리 1
76 이미테이션 러브 Imitation Love 황미리 1
77 이상한 펜션 Strange Pension 한유랑 1
78 잘나가는 그놈들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Hot Guys Habe Something Special 황미리 1
79 장군의딸 도단지 Daughter of the General 한유랑 1
80 조강지처 길들이기 Ways of the Jogang Jicheo 한유랑 1
81 죽을래 좋아할래 Die or Like Me 황미리 1
82 챗 Chat 한유랑 1
83 천년여우 인간되기 대작전 The Thousand-Year Fox's Operation-Human 한유랑 1
84 춘자고교 왕따 오춘자 Oh, Chunja Chunja! High School Bullying 황미리 1
85 큐티보이 Cutie Boy 황미리 1
86 크랩키스 Crab Kiss 황미리 1
87 키드갱 Kid Gang 신영우 1
88 키스로 길들여지다 Become Habituated to Kiss 황미리 1
89 타락천사 Fallen Angels 한유랑 1
90 파란만장 연애상 Crowded Yeonaesa 황미리 1
91 페이건즈 Peigenz 박성우 1
92 학원제국 Imperial Academy 한유랑 1
93 한살연하 유혹하기 To Attract a Junior 황미리 1
94 홍가네 Honggane 황미리 1
95 후삼국 고교 Hoosamguk High 황미리 1

합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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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JSTL Network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현지어
1 갓 오브 하이스쿨 The God of highschool 박용제 1
2 그 판타지 세계에서 사는 법 Fantasy World Survival 촌장 1
3 노블레스 Noblesse 손제호/이광수 1
4 다이아몬드 더스트 Diamond Dust kang hyung-gyu 1
5 마술사 Magician 김세래 1
6 마왕을 위한 동화 A Fairytale for The Demon Lord 김용환 1
7 보지 못 하고 듣고 못하고 사랑해 Can't see Can't hear But love 고영훈 1
8 소녀 더 와일즈 Girl's of the Wild's hun/제나 1
9 소울 카르텔 Soul Cartel 하람/김영지 1
10 안나라수마나라 Annarasumanara 하일권 1
11 야! 오이 Ya! Oee 랑또 1
12 어빌리티 Ability 손제호/이광수 1
13 오렌지 마말레이드 Orange Marmalade 석우 1
14 오토마타 Automata 김다찌 1
15 용이산다 The Dragon Next Door 초 1
16 죽은 마법사의 도시 City of Dead Sorcerer 팀 겟네임 1
17 체이서 Chaser 하준성 1
18 킬러 분식 Killer Stall 한 1

합계 18

아. 시공사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현지어
1 건강합니다! Blooming 백혜경 1
2 글로리 에이지 Glory Age 나예리 1
3 변태가 되자 Let's Be Perverts 이유정 1
4 남성해방 대작전 Operation Liberate Men 이미라 1
5 세이 러브 Say Love 박재성/문석배 1
6 월영 The Shadow of the Moon 이현숙 1
7 타로카페 The Tarot Café 박상선 1

합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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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 출판사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
연재처/
출판사국문 현지어

1 풀 하우스 Full House 원수연 1 애니북스
2 풀 하우스 2부 Full House 2 원수연 1 애니북스
3 매리는외박중 Mary Stayed Out All Night 원수연 1 애니북스
4 앙쌍블 Ensemble 유비 1 파란웹툰
5 아임 낫 스파이 I'm Not Spy 장유라 1 파란웹툰
6 렘넌트 Remnant 태랑 1 파란웹툰
7 화경의 달 Floral Mirror of The Moon 함경숙 1 서울P&B
8 러블리 Lovely 백상은 1 서울P&B
9 심장에게 주다 Heart to Give 지완 1 이코믹스
10 완전무결하게 사로잡히다 Totally Captivated 유하진 1 이코믹스
11 황제의 검 The Sword of the Emperor 임무성 1 랜덤하우스코리아
12 다크 메이지 Dark Mage 김정률/남정호 1 램덤하우스코리아
13 천기닷컴 Cheon Gi dot com 유하진 1 조은세상
14 한 번 해봐 Do You Want to Try? 차경희 1 조은세상
15 홀리 앨리스 Holy Alice rain96bow 1 Tapastic
16 달빛머리 Moonlight Hair 홍대의 1 Tapastic
17 낙서하듯이 Like Doodling 고영훈 1 네이트만화
18 살롱H Salon H 박소희 1 네이트만화
19 허공의 질주 Running on Empty 김지은 1 씨엔씨레볼루션
20 이드 Id-The Greatest Fusion Fantasy 김대우/A.T Kenny 1 알에이치코리아
21 언어를 사는 시인 The Poet Who Buys Words 엄정현 1 윙크
22 사랑이야 It's Love 백상은 1 재미북스
23 노블레스 Noblesse 손제호/이광수 1 재미주의
24 리버스 나이트 Rebirth Knight 유재범 1 점프
25 살례탑 Threads of Time 노미영 1 중앙북스
26 크레이지 커피 캣 Crazy Coffee Cat 엄재경/최경아 1 코리아하우스
27 빨간 자전거 The Red Bicycle 김동화 1 행복한만화가게
28 악마의 신부 만들기 Devil's Bride 김세영 1 현대지능개발사
29 그놈은 멋있었다 He Was Cool 귀여니/김지은 1 황매
30 나르샤 Narsha 강민구/신동민 1 ALCHEMY STUDIO
31 홀리 앨리스 Holy Alice rain97bow 1 Deviantart
32 소드 걸스 Sword Girls 린세리 1 노블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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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행고등학교 Flight Highschool anyan 1 pixiv
34 왜 날 좋아하는데? Why Do You Love Me? 지완 1 세주문화
35 런닝맨 Running Man 현희 1 SBS
36 천추 ChunChu 김성재/김병진 1 TOKEBI
37 Kill Me Kiss Me Kill Me Kiss Me 이영유 1 TOKYOPOP
40 부자의 그림일기 Buja's Diary 오세영 1 글숲그림나무
41 코스모스 Cosmos Flower 김성준 1 길찾기
42 열아홉스물하나 Nineteen, Twenty-One 요한/제나 1 발해
43 싸우자 귀신아 Let't Fight Ghost 임인스 1 보리별
44 아누키 Anuki 이지건/YAMESI 1 북박스

합계 42



제2장 해외 만화저작권침해 사례

99

차. 출처 정보 불분명 

연번 타이틀 명 글/그림 전체 유통량(개)국문 현지어
1 고양이를 사랑한 물고기 A Cat that Loved a Fish 윤미경 1
2 나이스진타임 Nice Jin Time 김진 1
3 낢이 사는 이야기 Story of Narm 서나래 1
4 너와나의거리 Distance Between You and Me 곽나영 1
5 넌피플 NonPeople 고리타 1
6 라이더스 Raiders 박진준 1
7 목 난아의 신혼일기 Moknanahui Honeymoon Diary 한유랑 1
8 버닝 헬 Burning Hell 윤인왕/안경일 1
9 베스트 커플 Best Couple 박경란 1
10 생활의 참견 Interfering with Everyday Life 김양수 1
11 우수지택 Foolish Beast, Reach Decision 곽나영 1
12 은하연인전 범우주적 사랑놀음 Galactic Romance 정광철 1
13 일상 날개짓 Everyday Fluttering of Wings 나유진 1
14 징글정글 JingleJungle 김용진 1
15 천생연분 Cheonsaeng Yeonbun 여호경/김수진 1
16 치즈인더트랩 Cheese in the trap 순끼 1
17 쿠베라 Kubera 카레곰 1
18 팬텀 신드롬 Phantom Syndrome 민송아 1
19 프리징 세컨드 시즌 Freezing - Second Season 임달영/김광현 1
20 프리징 제로 Freezing - Zero 임달영/정수철 1
21 프리징 페어 러브 스토리 Freezing Pair Love Stories 임달영/김소희 1
22 항아,리 Dream Fantasia 옥새롬 1
23 혈액형에 관한 고찰 A Simple Thinking about Blood Type 박동선 1
24 정보 없음 100 Days Dream sa sook 1
25 정보 없음 A Silent Greeting 김영희 1
26 정보 없음 Ba-thump Ba-thump Diary 김미정 1
27 정보 없음 Compiled images 채지윤 1
28 정보 없음 Defense Devil 윤인왕/안경일 1
29 정보 없음 Did I Do Something Wrong? sa sook 1
30 정보 없음 Gekiyuuchi 박중기 1
31 정보 없음 Happy Summer Dream 엄정현 1
32 정보 없음 Longtime Lovers 사숙 1
33 정보 없음 March Story 김향민/양경일 1

합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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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만화 온라인 유통 현황 및  침해 형태 
(1) 바토토 (http://www.batoto.net)  

   ㅇ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만화의 불법 유통이 가장 심각한 사이트로 총 600종의 한국만
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41] 바토토 한국 만화 검색 화면 이미지 

[그림 Ⅱ-42] 바토토 한국 만화 정보제공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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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3] 바토토 한국 만화 서비스 화면 이미지 

[표 Ⅱ-23] 바토토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연번 현지어제목 한글제목 글/그림 연재처/출판사

1 17 Years Old, That Summer Day's Miracle 17살, 그 여름날의 기적 석우 네이버만화
2 13 Level Combination 3단 합체 김창남 하일권 네이버만화
3 A Bittersweet Life 달콤한 인생 이동건 네이버만화
4 A Sound From Your Heart 마음의 소리 조석 네이버만화
5 A Thousand Years Ninetails 천년구미호 기량 네이버만화
6 Abide in the Wind 바람이 머무는 난 신월 네이버만화
7 Ability 어빌리티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8 Afterschool War Activities 방과후전쟁활동 하일권 네이버만화
9 Aidie 에이디 roxerre 네이버만화
10 Aimer 에이머 구동인 네이버만화
11 Aletheia 풍월주 seawo2012 네이버만화
12 Annarasumanara 안나라수마나라 하일권 네이버만화
13 Ark of Abel 아벨의 방주 koung418 네이버만화
14 Baby Finger 새끼손가락 이익수 네이버만화
15 Be Heun 비흔 정재한/황영찬 네이버만화
16 Black Haze 블랙 헤이즈 dydyddl7 네이버만화
17 Blind Marchen 블라인드 메르헨 윤현석/연우 네이버만화
18 BlueMic 블루믹 classic_diva 네이버만화
19 Bongcheon-dong Ghost Story 봉천동 귀신 호랑 네이버만화
20 Cactus and Radio 선인장과 라디오 runeis 네이버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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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afé of Dream 꿈의카페 영다방 석우 네이버만화
22 Cha Cha Cha 차차차 한나 네이버만화
23 Chao Attack 카오스어택 맛스타 네이버만화
24 Cheese in the trap 치즈인더트랩 순끼 네이버만화
25 Cherry Tomato 방울토마토 조양 네이버만화
26 Chess Isle 체스아일 cid 혁군 네이버만화
27 Cloud Atlas 클라우드 아틀라스 siu 네이버만화
28 Colors of the Wind 바람의 색 재아/임광묵 네이버만화
29 Come Spring 봄이여 오라 샐비 네이버만화
30 Denma 덴마 양군/홍승희 네이버만화
31 DICE : The Cube that Changes Everything 다이스 윤현석 네이버만화
32 Divine Bells 신령 이혜 네이버만화
33 Dr. Frost 닥터 프로스트 이종범 네이버만화
34 Dragon Recipe 드래곤 레시피 엽/ELDO 네이버만화
35 Dragon's Son Changsik 용의 아들 최창식 임만섭 네이버만화
36 ENT.-Ore no Kagi ga Hazusareta K Noukai ENT. 박미숙/강은영 네이버만화
37 Familyman 패밀리맨 정필원 네이버만화
38 Fantasy World Survival 그 판타지 세계에서 사는 법 촌장 네이버만화
39 Forest of Humans 인간의 숲 황준호 네이버만화
40 Free Throw 프리드로우 전선욱 네이버만화
41 Gepetto 제페토 연제원 네이버만화
42 Girls of the Wild's 소녀더와일즈 hun/제나 네이버만화
43 God of Bath 목욕의 신 하일권 네이버만화
44 GoSam Ran Away From Home 고삼이 집나갔다 miti 네이버만화
45 Green Boy 그린보이 정재한/임진국 네이버만화
46 Hear My Voice 나의목소리를들어라 이현민 네이버만화
47 Helios Chronicles 엘리오스 전기 김언정/정수영 네이버만화
48 Hellper 헬퍼 삭 네이버만화
49 How to Hug an Elephant 코끼리를 끌어안는 방법 백희정 네이버만화
50 If the World Ends, That's Cool! 쿨하게 지구멸망 랑또 네이버만화
51 Immature EARTHling Friend 미숙한 친구는 G구인 최삡뺩 네이버만화
52 In Full Bloom 흐드러지다 연제원 네이버만화
53 Is this Love? 사랑일까 남지은/김인호 네이버만화
54 Killer Stall 킬러분식 han 네이버만화
55 Kiss Wood 키스우드 안성호 네이버만화
56 Knight Run 나이트런 김성민 네이버만화
57 Dear, Only You Don't Know! 당신만 몰라! 유리아 네이버만화
58 Kubera 쿠베라 카레곰 네이버만화
59 Laika 라이카 아이랑 네이버만화
60 LESSA 레사 시즌1 POGO 네이버만화
61 LESSA - The Crimson Knight 레사 - 진홍의기사 POGO 네이버만화
62 Like a Bird 새와 같이 후은 네이버만화
63 Like Violin 바이올린처럼 김윤주 네이버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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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LOST 로스트 정민용 네이버만화
65 Love Aquarium 사랑의 아쿠아리움 TGM/린다 네이버만화
66 Magical Academy Ethnia - Letters to the Sky 마법 학원 에데니아 - 하늘편지 임두재 네이버만화
67 Magical Exam Student 매지컬 고삼즈 seri/비완 네이버만화
68 Magician 마술사 김세래 네이버만화
69 Makisi's neighbours 마키시의 이웃들 ttang16 네이버만화
70 March rabbit 3월의 토끼 runeis 네이버만화
71 Melo Holic 멜로홀릭 팀겟네임 네이버만화
72 Miho's Story 미호이야기 혜진양 네이버만화
73 Misun impossible 미선 임파서블 이수민 네이버만화
74 Moon-Ah 문아 팬마 네이버만화
75 Moonlit Hair 달빛머리 홍대의 네이버만화
76 Ms Oran 오란씨100 박민경 네이버만화
77 My Dream, My Work 나의 꿈, 나의 일 석우 네이버만화
78 My Heart is Beating 두근두근두근거려 하일권 네이버만화
79 MY OH MY OH 박카린 네이버만화
80 My Young Cat and My Old Dog 내 어린고양이와 늙은개 초 네이버만화
81 Myum-Myum 뮴뮴신 카레곰 네이버만화
82 Nam Gi-han To be an Elite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 홍승표 네이버만화
83 Nero's Laboratory 네로의 실험실 외눈박이/시현 네이버만화
84 Neung Neung 능능 bboonggg 네이버만화
85 No Breathing 노브레싱 오혜민 네이버만화
86 NoNameD 노네임드 문지현 네이버만화
87 Nowhere Boy 지상 최악의 소년 정필원 네이버만화
88 Nweho 뇌호 qnfqlrj 네이버만화
89 Oh, My God! 오마이갓 강지영/현예지 네이버만화
90 Orange Marmalade 오렌지 마말레이드 석우 네이버만화
91 Papi Nyang 빠삐냥 구아바 네이버만화
92 Pet Diary 펫다이어리 요한/김혜진 네이버만화
93 Pine in the Flower Garden 꽃밭에 솔 209 네이버만화
94 Pink Lady 핑크 레이디 연우 네이버만화
95 Pink Lady Classic 핑크레이디 클래식 연우 네이버만화
96 Please! Mr. Bear! 부탁해요 곰씨! MK 네이버만화
97 Rainbow Rose 레인보우 로즈 장유라 네이버만화
98 Red Wolverine 레드 울버린 곰방 네이버만화
99 Regarding Death 죽음에 관하여 시니/혀노 네이버만화
100 S.I.D.- Supernatural Investigation Department 특수 영능력 수사반 사다함 네이버만화
101 Sambong Barber Shop 삼봉이발소 하일권 네이버만화
102 Serendipity 세렌디피티 우은지 네이버만화
103 Sfumare 스퓨메어 raincat09 네이버만화
104 Shy Rabbit BOOTO 부토 정현주 네이버만화
105 Son Yeon Jeon 소년전 라디야 네이버만화
106 Song of the Cloud 구름의 노래 호랑 네이버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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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Soul Cartel 소울 카르텔 하람/김영지 네이버만화
108 Space 공간 백종인 네이버만화
109 Space China Dress - Webtoon 스페이스 차이나드레스 최봉수/원현재 네이버만화
110 Speak Through Colors 색으로 말하다 요한/제나 네이버만화
111 Special Martial Arts Extreme Hell Private High School

격투기특성화사립고교극지고 허일 네이버만화
112 Ssen Nom 쎈놈 박용제 네이버만화
113 Stalker 스토커 단우 네이버만화
114 Star's Last Wish 별의 유언 후은 네이버만화
115 Story of Someone We Know 아는사람 이야기 오묘 네이버만화
116 Sundaycase 선데이케이스 crotooth 네이버만화
117 Superior Day 우월한하루 팀겟네임 네이버만화
118 TAL 탈 강임 네이버만화
119 Talysia 탈리시아 Sjs0614 네이버만화
120 Temptation Moon 달의 유혹 우은지/홍성경 네이버만화
121 The Castle in the Woods 숲속의 성 pina5555 네이버만화
122 The Cat Lives 고양이가 살다 tweetyina 네이버만화
123 The Children's Teacher, Mr.Kwon 아이들의 권 선생님 호우 네이버만화
124 The Day the Magpie Cries 까치우는 날 누비 네이버만화
125 The Devil King is Bored 심심한 마왕 김상민 네이버만화
126 The Devil Who Can't Fly 날지못하는악마 dkflrla123 네이버만화
127 The Dragon Next Door 용이산다 초 네이버만화
128 The Flow: Stream 플로우 배은혜 네이버만화
129 The Gamer 더 게이머 성상영/상아 네이버만화
130 The Great Merchant Kim Manduk 거상 김만덕 신지상/오은지 네이버만화
131 The Hwarang Next Door 옆집화랑 최남새 네이버만화
132 The Spirit 더스피릿 frank 네이버만화
133 The Three Tomes 세개의 시간 노란구미 네이버만화
134 The Vampire and the Bachelor Next Door 옆집 총각네 뱀파이어 그녀 ondalica 네이버만화
135 Thesis 테제 하람/김영지 네이버만화
136 Ties of Compassion 연민의굴레 재활용 네이버만화
137 Timeline 시간선2막 kapikana 네이버만화
138 Today's Romanrics Club 오늘의 낭만부 억수씨 네이버만화
139 Tower of God 신의탑 시우 네이버만화
140 Transfer Student Storm Bringer 폭풍의 전학생 강냉이 네이버만화
141 Transfer Student Storm Bringer - Reboot 폭풍의 전학생 - 리부트 강냉이 네이버만화
142 Trump 트럼프 이채은 네이버만화
143 Trump (Best Challenge version) 트럼프 이채은 네이버만화
144 Twenty's Lovestory 투엔티스 김명현 네이버만화
145 Ultimate Legend - Kang hae hyo 최강전설 강해효 최병열 네이버만화
146 Under Prin 언더프린 브림스 네이버만화
147 Underclass Hero 언더클래스 히어로 준 네이버만화
148 UnLeong 언령 ttl6458 네이버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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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Utji Anhneun GaeGeuban 웃지 않는 개그반 현용민 네이버만화
150 Utopia 유토피아 늑대삼 네이버만화
151 Welcome to Room #305! 어서오세요! 305호에! 와난 네이버만화
152 Welcome to the Convenience Store 와라! 편의점 지강민 네이버만화
153 Westwood Vibrato 웨스트우드 비브라토 윤인완/김선희 네이버만화
154 What's There To Know 알게뭐야 김재한 네이버만화
155 Wind Breaker 윈드브레이커 조용석 네이버만화
156 Wish~Time of the Witch 마녀의 시간 한송이 네이버만화
157 With the Gods 신과 함께 주호민 네이버만화
158 Wolf's Castle 늑대의 성 타라 네이버만화
159 Wonted 원티드 럭스 네이버만화
160 Writer J 소설가J 오성대 네이버만화
161 Ya! Oee 야!오이 랑또 네이버만화
162 Zebra 얼룩말 자유 네이버만화
163 Zero Points Alliance 빵점동맹 마사토끼/joana 네이버만화
164 Like Doodling 낙서하듯이 고영훈 네이트만화
165 Salon H 살롱H 박소희 네이트만화
166 A Fairytale for The Demon Lord 마왕을 위한 동화 김용환 다음웹툰
167 Accord 아코르 마하로/이지영 다음웹툰
168 Again, Spring 다시, 봄 라라시스터 다음웹툰
169 American Ghost Jack 아메리칸 유령잭 한지혜/안정은 다음웹툰
170 Attaque 아따끄 이세형 다음웹툰
171 Automata 오토마타 김다찌 다음웹툰
172 Bad Girls 나쁜 여자들 miso 다음웹툰
173 Banquet Box 향연상자 훈 다음웹툰
174 Black Wind 블랙 윈드 제이군 다음웹툰
175 Can't see Can't hear But love 보지 못 하고 듣고 못하고 사랑해 고영훈 다음웹툰
176 Cassandra 카산드라 이하진 다음웹툰
177 Cat Funeral 고양이 장례식 홍작가 다음웹툰
178 Chaser 체이서 하준성 다음웹툰
179 Cry Like Wolves! 늑대처럼 울어라! 이세형 다음웹툰
180 Diamond Dust 다이아몬드 더스트 강형규 다음웹툰
181 Dreaming Cat Varim 꿈꾸는 고양이 바림 장소영 다음웹툰
182 Fairy Heart 페어리 하트 타라 다음웹툰
183 Famous Man 페이머스맨 유비 다음웹툰
184 Fist of Legend 전설의 주먹 이종규/이윤균 다음웹툰
185 From Hell 지옥에서 hun 다음웹툰
186 Gaussian Blur 가우시안 블러 박시인 다음웹툰
187 Glory Hill 글로리힐 이종규/이윤균 다음웹툰
188 Heavenly Match 천연 ALIC 다음웹툰
189 Horn 뿔 팀 샐러드레씽 다음웹툰
190 Layers 레이어즈 글피 다음웹툰
191 Layers Anarchy 레이어즈 아나키 글피 다음웹툰
192 Left Right 좌우 김수용 다음웹툰
193 Lime Odyssey - The Chronicles of ORTA 라임 오딧세이 글피 다음웹툰
194 Living With One Leg 외발로 살다 고영훈 다음웹툰
195 Lullaby for the Moon 달세즈 세라 다음웹툰
196 Marionette 마리오네트 우강식 다음웹툰
197 Matchstick Twenty 매치스틱 트웬티 마사토끼/도현 다음웹툰
198 Metronome 메트로놈 이원진 다음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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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Mirror Girl 거울아씨전 환상거북 다음웹툰
200 Model 모델 miso 다음웹툰
201 Mrs Angel 미세스 선녀 박세준/아초 다음웹툰
202 Murim Investigation Team 무림수사대 이충호 다음웹툰
203 Noru 노루 안성호 다음웹툰
204 One Winter 겨울하나 마루 다음웹툰
205 Over Steam 오버 스팀 유동혁/서윤교 다음웹툰
206 P 가론피 P 다음웹툰
207 Paladin 팔라딘 류기운/문정후 다음웹툰
208 Paradise 파라다이스 미소 다음웹툰
209 Peak 피크 홍성수/임강혁 다음웹툰
210 Pinocchio 피노키오 마루 다음웹툰
211 Pinocchio (Best Chllenge version) 피노키오 마루 다음웹툰
212 Potion Mania 포션매니아 톱밥 다음웹툰
213 Red Storm 레드 스톰 노경찬/암현 다음웹툰
214 School in the Wild 짐승수컷고등학교 비누끼 다음웹툰
215 SecretlyGreatly 은밀하게 위대하게 훈 다음웹툰
216 Shaman 샤먼 담풍 다음웹툰
217 The Dog and Rabbit's Owner 개와 토끼의 주인 이원진 다음웹툰
218 The Friendly Winter 다정한 겨울 이준 다음웹툰
219 The Jackals 위험한 들개들 paprika 다음웹툰
220 The Last Question 최후의 질문 다음웹툰
221 The Pale Horse 창백한 말 추혜연 다음웹툰
222 Trace 트레이스 고영훈 다음웹툰
223 Trace 1.5 트레이스 1.5 고영훈 다음웹툰
224 Trace: Perfume 트레이스: 향수 김다찌 다음웹툰
225 Treasure Hunter 트레져헌터 허견 다음웹툰
226 Twelve Nights 십이야 무류 다음웹툰
227 Under City 언더시티 쵸밥 다음웹툰
228 Wake Up Deadman 웨이크 업 데드맨 김용환 다음웹툰
229 Won't Hurt You 해치지않아 훈 다음웹툰
230 Zusun 주선 호랑 다음웹툰
231 50 Million Km 그녀와 나의 거리 5000만km 박진우/Thor 대원씨아이
232 50 Rules for Teenagers 특명! 1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 나예리 대원씨아이
233 8 mm 8mm 유나 대원씨아이
234 A Bias Girl 편견소녀 위성우/김수민 대원씨아이
235 A boy who fishes dream 꿈을 엮는 소년 한나혜 대원씨아이
236 Anne the Lover 앤 더 러버 지완 대원씨아이
237 Aquamarine 아쿠아마린 하성현 대원씨아이
238 Arcana 아르카나 이소영 대원씨아이
239 Archlord 아크로드 박진환 대원씨아이
240 Avatar 아바타르 이혜영 대원씨아이
241 Babel 바벨 김정한 대원씨아이
242 Baptist 뱁티스트 유경원/문성호 대원씨아이
243 Be My Sweet Darling 스위트 달링이 되어줘 도짱 대원씨아이
244 Bibi 비비 최경아 대원씨아이
245 Biscuit 비스킷 계승희 대원씨아이
246 Black God 흑신 임달영/박성우 대원씨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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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Boarding House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하숙집 하성현 대원씨아이
248 Café Velomano 카페 벨로마노 가리/이혜령 대원씨아이
249 Cavalier of the Abyss 심연의 카발리어 가온비/쥬더 대원씨아이
250 Change Guy 체인지가이 손은호/최명수 대원씨아이
251 Checkmate 체크 메이트 김상엽 대원씨아이
252 Chronicles of the Cursed Sword 파검기 여법룡/박희진 대원씨아이
253 Ciel the Last Autumn Story 씨엘 임주연 대원씨아이
254 Cinderella Fella 신데렐라 맨 김희경 대원씨아이
255 Cleta 클레타 김동준 대원씨아이
256 Company of House 히어로 주식회사 하일권/김진석 대원씨아이
257 Cream 크림 이은영 대원씨아이
258 Daddy Long Legs 키다리 아저씨 도짱 대원씨아이
259 Dark Air 다크에어 박민서 대원씨아이
260 Dear Diary 디어 다이어리 윤이현 대원씨아이
261 Devil's Bride 악마의신부 임주연 대원씨아이
262 Era of Edath 풍장의 시대 이성규/가리 대원씨아이
263 Forget about Love 애인발견 이상은 대원씨아이
264 Four Daughters of Armian 아르미안의 네 딸들 신일숙 대원씨아이
265 Funny Money Rich Girl 리치걸 서수연 대원씨아이
266 G-School 지 스쿨 김병철 대원씨아이
267 Girl Queen 소녀왕 김연주 대원씨아이
268 Gwisin Byeolgok 귀신별곡 한현동 대원씨아이
269 Happy & Murphy 해피 & 머피 고민정 대원씨아이
270 Happy Epicurean 행복한 미식가 서문다실/서문다미 대원씨아이
271 Hell Blade 헬블레이드 유제태 대원씨아이
272 Horn 혼 김정욱/김재환 대원씨아이
273 Horror Collector 호러 컬렉터 이소영 대원씨아이
274 I-Ren 아이렌 아이반 대원씨아이
275 Immortal Regis 불멸의 레지스 가온비/쥬더 대원씨아이
276 King of Hell 마제 나인수/김재환 대원씨아이
277 Kingdom of Zombie 킹덤오브좀비 노적 대원씨아이
278 La Mosca 라모스카 강형규 대원씨아이
279 Lady Detective 레이디 디텍티브 전혜진 대원씨아이
280 Laon 라온 아아루/유현 대원씨아이
281 Legend Hustle 레전드 허슬 김경열 대원씨아이
282 Legend of Tyr 티르전기 라인수/손창호 대원씨아이
283 Life Ho 인생은 강호 위성우/이지원 대원씨아이
284 Like ti Be Ordinary! 평범한 게 좋아! 마루 대원씨아이
285 Little Fox with a Star 별을 가진 작은 여우 금보리 대원씨아이
286 Lost in London 로스트 인 런던 이은영 대원씨아이
287 Model 모델 이소영 대원씨아이
240 Avatar 아바타르 이혜영 대원씨아이
241 Babel 바벨 김정한 대원씨아이
242 Baptist 뱁티스트 유경원/문성호 대원씨아이
243 Be My Sweet Darling 스위트 달링이 되어줘 도짱 대원씨아이
244 Bibi 비비 최경아 대원씨아이
245 Biscuit 비스킷 계승희 대원씨아이
246 Black God 흑신 임달영/박성우 대원씨아이
288 Monk! 몽크 홍동기/오경화 대원씨아이
289 My Beast 나의 짐승남 차경희 대원씨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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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My Lovable Fatty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뚱땡이 이희정 대원씨아이
291 Nabi 나비 김연주 대원씨아이
292 Nephilim John 네피림존 류금철 대원씨아이
293 Nocturne 녹턴 박은아 대원씨아이
294 Ping 핑 이종규/김윤경 대원씨아이
295 Player Kill 피케이 박철호/이종규 대원씨아이
296 Priest 프리스트 형민우 대원씨아이
297 Princess 프린세스 한승원 대원씨아이
298 Princess and a Bum 공주님과 건달님 김희경 대원씨아이
299 Ragnarok: Into the Abyss 라그나로크 이명진 대원씨아이
300 Really?! Really?! 이현숙 대원씨아이
301 Rebirth 리버스 이강우 대원씨아이
302 Red Erewhon 붉은 에레혼 이종규/강재신 대원씨아이
303 Redrum 327 레드럼 327 고야성 대원씨아이
304 Ruby Doll 루비돌 최경아 대원씨아이
305 Ruler of the Land 열혈강호 전극진/양재현 대원씨아이
306 Saver 세이버 이은영 대원씨아이
307 Seduction More Beautiful Than Love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이현숙 대원씨아이
308 Shin Angyo Onshi 신암행어사 윤인완/양경일 대원씨아이
309 Shin Gumiho 신 구미호 한현동 대원씨아이
310 SM Hunter SM헌터 유나 대원씨아이
311 Surado 수라도 김정욱/최보하 대원씨아이
312 Sweety 스위티 박재성/김주리 대원씨아이
313 The Country is saved! 나라를 구했다! 신해영/이상은 대원씨아이
314 The Delinquent Lesson 날라리 수업 연두/김예빈 대원씨아이
315 The Flowers of Evil 악의 꽃 이현숙 대원씨아이
316 The God's War 무신전쟁 형민우 대원씨아이
317 The Legend of Soma 소마신화전기 애장판 황용수/양경일 대원씨아이
318 The Way This Boy Lives 이 소년이 사는 법 서문다미 대원씨아이
319 Time Berween Dog and Wolf 개와 늑대의 시간 유나 대원씨아이
320 Trimp! 트럼프! 정현주 대원씨아이
321 Unbalance X Unbalance 언밸런스 언밸런스 임달영/이수현 대원씨아이
322 West Heaven Garden 서천화원 함형숙 대원씨아이
323 Wild School 와일드 스쿨 김정한 대원씨아이
324 Wing 윙 김윤정 대원씨아이
325 Witch Hunter 위치 헌터 조정만 대원씨아이
326 XenoGlossia 제노글로시아 송치훈 대원씨아이
327 Yongbyeong Maluhan 용병 마루한 김성재/김병진 대원씨아이
328 Yoo Ah Dok-Jon 유아독존 임애주 대원씨아이
329 Zero - Circle of Flow 제로 - 흐름의 원 임달영 대원씨아이
330 Zero - The Gate of Beginning 재로 - 시작의관 임달영/박성우 대원씨아이
331 A Tackle On My Life 내 인생의 태클 황미리 삼양출판사
332 Advent of Snow White of the Hell 백설지옥강림 황미리 삼양출판사
333 Banana School 바나나 스쿨 나하란 삼양출판사
334 Big Sister VS Big Brother 누님 VS 형님 한유랑 삼양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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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Boarding House of Hunks 물좋은 하숙집 황미리 삼양출판사
336 Boy of the Female Wolf 암컷늑대의 보이 한유랑 삼양출판사
337 Crazy Girl Shin Bia 그레이지걸 신비아 이계로 가다!! 황미리 삼양출판사
338 Crowded Yeonaesa 파란만장 연애상 황미리 삼양출판사
339 Daughter of the General 장군의딸 도단지 한유랑 삼양출판사
340 Delinquent Cinderella 불량 신데렐라 황미리 삼양출판사
341 Die or Like Me 죽을래 좋아할래 황미리 삼양출판사
342 Do not Fight 반항하지마 전영희 삼양출판사
343 Don't Believe Her 그녀를 믿지마세요 황미리 삼양출판사
344 Don't Cheat on Me! 바람피지마! 한유랑 삼양출판사
345 Fallen Angels 타락천사 한유랑 삼양출판사
346 For the Sake of Dulcinea 둘시네아를 위하여 황미리 삼양출판사
347 Forbidden Kiss 금지된 키스 한유랑 삼양출판사
348 Gangster Hero 건달 히어로 황미리 삼양출판사
349 GIRL 단하나뿐인 걸 황미리 삼양출판사
350 Going to the Troll's Kingdom 도깨비 왕국으로 간다 한유랑 삼양출판사
351 Going to You 너에게 간다 한유랑 삼양출판사
352 He's Dedicated to Roses 그놈에게 바치는 장미 황미리 삼양출판사
353 Honggane 홍가네 황미리 삼양출판사
354 Hoosamguk High 후삼국 고교 황미리 삼양출판사
355 Hot Guys Habe Something Special 잘나가는 그놈들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황미리 삼양출판사
356 Idol Clubs 아이돌 클럽 한유랑 삼양출판사
357 Imitation Love 이미테이션 러브 황미리 삼양출판사
358 Inheritress 상속받은 그녀 한유랑 삼양출판사
359 Last Kiss 마지막 키스는 너와 함께 한유랑 삼양출판사
360 Love Fantasy 빙의 황미리 삼양출판사
361 Love Like Crazy 사랑에 미쳐라 황미리 삼양출판사
362 Love SOS 사랑SOS 황미리 삼양출판사
363 Lover Puzzle 애인퍼즐 황미리 삼양출판사
364 Miunohri to Swan 미운오리백조되기 황미리 삼양출판사
365 My Lovely Master 나의 사랑스런 주인님 한유랑 삼양출판사
366 Nae-soong 9th Grade Project 내숭 9단 프로젝트 한유랑 삼양출판사
367 Never Cry 네버 크라이 한유랑 삼양출판사
368 Nice Guy Syndrome 예쁜남자 신드롬 황미리 삼양출판사
369 Nobles' Love Company 귀족연애사 한유랑 삼양출판사
370 Personalized Princess 나만의 공주님 황미리 삼양출판사
371 Sandwich Girl 샌드위치 걸 한유랑 삼양출판사
372 Say Say Say 세이 세이 세이 황미리 삼양출판사
373 She's Scary 그녀는 무서워 황미리 삼양출판사
374 The Thousand-Year Fox's Operation-Human 천년여우 인간되기 대작전 한유랑 삼양출판사
375 To Attract a Junior 한살연하 유혹하기 황미리 삼양출판사
376 Viva Love You 비바 러브 유 전영희 삼양출판사
377 Wait! Wolf 기다려! 늑대 황미리 삼양출판사
378 You Are My Everything 니가 세상의 전부다 황미리 삼양출판사
379 A Love Guard 사랑지기 황미리 삼양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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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I Care About You 난 너만 생각해 한유랑 삼양출판사
381 I Do I Do 아이 두 아이 두 한유랑 삼양출판사
382 Plus Again 서유기 플러스 어게인 고진호 삼양출판사
383 18 Years Old, We Got Married 18세, 우리 결혼 했어요 한유랑 삼양출판사
384 A Love in 100 Days 100일 사랑 황미리 삼양출판사
385 Become Habituated to Kiss 키스로 길들여지다 황미리 삼양출판사
386 Bodyguard 보디가드 황미리 삼양출판사
387 Chat 챗 한유랑 삼양출판사
388 Crab Kiss 크랩키스 황미리 삼양출판사
389 Cutie Boy 큐티보이 황미리 삼양출판사
390 Do yoy Remember the Mogwa? 모과를 기억하세요? 한유랑 삼양출판사
391 Her True Color 소녀본색 한유랑 삼양출판사
392 Hot-Blooded Woman 열혈여아 황미리 삼양출판사
393 I'm Looking for the Princess 공주님을 찾습니다 한유랑 삼양출판사
394 Idol Shopping 아이돌 쇼핑 황미리 삼양출판사
395 Imperial Academy 학원제국 한유랑 삼양출판사
396 Invincible Yeonbyeongeol 무적 연변걸 황미리 삼양출판사
397 Kid Gang 키드갱 신영우 삼양출판사
398 Legend Of Nereid 네레이드의 전설 황미리 삼양출판사
399 Love Bullet 사랑의 총알 황미리 삼양출판사
400 Love in the Mask 가면속의 사랑 한유랑 삼양출판사
401 Lover Boy 러버보이 한유랑 삼양출판사
402 Marriage with Evil 악마와결혼 한유랑 삼양출판사
403 Mok Yuna's Honeymoon Diary 신 목연아의 신혼일기 한유랑 삼양출판사
404 Money Virus 머니 바이러스 황미리 삼양출판사
405 My Boyfriend is a Vapire 내 남친은 뱀파이어 한유랑 삼양출판사
406 My Brother, Boyfriend, and He 오빠와 남친과 그녀석 전영희 삼양출판사
407 Nan Eomma Nun Appa 난 엄마 넌 아빠 황미리 삼양출판사
408 Oh, Chunja Chunja! High School Bullying 춘자고교 왕따 오춘자 황미리 삼양출판사
409 Peigenz 페이건즈 박성우 삼양출판사
410 School Girl 여학생 전영희 삼양출판사
411 Secret 비밀 한유랑 삼양출판사
412 Strange Pension 이상한 펜션 한유랑 삼양출판사
413 Surviving a Rebel 문제아 건드리고 살아남기 한유랑 삼양출판사
414 Sweet Bitter Love 비터 스위트 러브 한유랑 삼양출판사
415 Taming the Cat Master 고양이 주인님 길들이다 한유랑 삼양출판사
416 The Bear-Like Fox Meets The Wolf 곰같은 여우 늑대를 만나다 한유랑 삼양출판사
417 The Descendant of the Dynasty 왕가의 후예 황미리 삼양출판사
418 The Guy Who Will Give a Kiss for 5000 5천원만주면 키스해주는 놈 황미리 삼양출판사
419 The Moment When a Fox Becomes a Wolf 여우가 늑대되는 순간 황미리 삼양출판사
420 The Sexy Simpleton 섹시한 못난이 황미리 삼양출판사
421 To Love Our Enemies 원수를 사랑하라 한유랑 삼양출판사
422 Want You 원츄 황미리 삼양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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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Ways of the Jogang Jicheo 조강지처 길들이기 한유랑 삼양출판사
424 Witch Shop 마녀의 가게 황미리 삼양출판사
425 World Bring It On! 세상아 덤벼라! 황미리 삼양출판사
426 0/6 가물치전 이유정 서울문화사
427 A Diary of Troublesome Adventures 파란만장 다이어리 유하진 서울문화사
428 Absolute Witch 절대마녀 김태연 서울문화사
429 Angel Shop 엔젤샵 황숙지 서울문화사
430 Angry 앵그리 김재연 서울문화사
431 Antique romance 소녀화첩 김미정 서울문화사
432 Book Club 독서클럽 서윤영/조주희 서울문화사
433 Cash Girl 캐쉬걸 김수연 서울문화사
434 Checkmate 체크 메이트 김윤정 서울문화사
435 Chronicles of the Grim Peddler 아기장수 이야기 이정아 서울문화사
436 Chun Hyang Bi Hwa 천향비화 나효은 서울문화사
437 Chun Rang Yul Jun 천랑열전 박성우 서울문화사
438 Close Up 촤르륵 클로즈업 김문식 서울문화사
439 Crodia 크로디아 전기 김준형/권용안 서울문화사
440 Crown Princess Project 세자빈 프로젝트 김수연 서울문화사
441 Cue 큐 나효은 서울문화사
442 Cynical Orange 시니컬 오렌지 윤지운 서울문화사
443 Dark Striker 8용신전설 박성우 서울문화사
444 Dear My Girls 작은아씨들 김희은 서울문화사
445 Dear Waltz 디어 왈츠 윤지운 서울문화사
446 Destination Heaven Chronicles 천행기 이윤희/카라 서울문화사
447 Don't Cry Bureum 어화둥둥 내보르미 이윤희 서울문화사
448 Don't Touch Me! 건드리지마! 서현주 서울문화사
449 Dragon Who 드래곤후 하연 서울문화사
450 Evyione 에뷔오네 김영희 서울문화사
451 Girl in Heels 하이힐을 신은 소녀 천계영 서울문화사
452 Goong 궁 박소희 서울문화사
453 H2O H2O 황숙지 서울문화사
454 Hissing 히싱 강은영 서울문화사
455 Hwa 화 이영희 서울문화사
456 Lingerie 란제리 서윤영 서울문화사
457 Mana 마나 이빈 서울문화사
458 Masca - The Beginning 마스카 김영희 서울문화사
459 Masca - The Tale of the Great Mage of Hessed 마스카 김영희 서울문화사
460 Masca - The Kings 마스카 김영희 서울문화사
461 My Mother and the Game-room Guest 게임방 손님과 어머니 기선 서울문화사
462 Naipes 나이페스 성현경 서울문화사
463 Neo Girl 신 소녀 강은영 서울문화사
464 NOW 나우 박성우 서울문화사
465 Oh, My Romantic Kumiho 오 마이 로맨틱 구미호 김명미 서울문화사
466 Papaya 파파야 강은영 서울문화사
467 Platina 플라티나 김연주 서울문화사
468 Pretty 프리티 하시현 서울문화사
469 Pure Love 360 롤러코스터 김숙희 서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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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Railroad 레일로드 윤미경 서울문화사
471 Real Purple 리얼퍼플 박소희 서울문화사
472 Replay 리플레이 류량 서울문화사
473 Safe Again Today 오늘도 무사히! 유진수/박설아 서울문화사
474 Sarasah 사라사 류량 서울문화사
475 Shade - The Other Side of Light 쉐이드 CATTY/안노은 서울문화사
476 Shipwrecked! 탐나는 도다 정혜나 서울문화사
477 Sour & Sweet 새콤달콤 김윤정 서울문화사
478 Storm 스톰 강은영 서울문화사
479 Sugar Addiction 설탕 중독 공구구 서울문화사
480 The Summit 절정 이영희 서울문화사
481 Tiara 티아라 이윤희/카라 서울문화사
482 Yaya 야야 강은영 서울문화사
483 You're So Cool 넌 너무 멋져 이영희 서울문화사
484 Zen Martial Arts Academy ZEN 마경 무인학원 김준형/타이보기 서울문화사
485 A Book of Dream 몽환백서 임애주/임진주 학산문화사
486 Aflame Inferno 불꽃의 인페르노 임달영/김광현 학산문화사
487 Azrael 아즈라엘 김환채/박정열 학산문화사
488 Banya 폭주배달부 반야 김영오 학산문화사
489 Beast 9 비스트 나인 윤재호/조승엽 학산문화사
490 Blast 블래스트 이하나/박강호 학산문화사
491 Carnivorous Princess Yegrinna 육식공주 예그리나 하일권/김지민 학산문화사
492 Cat and Bird 고양이와 새 김소희 학산문화사
493 Chiro Star Project 치로 백혜경 학산문화사
494 Crush on You COY 이경하 학산문화사
495 Dangu 단구 박중기 학산문화사
496 Fied Trip 필드 트립 가온비/a win 학산문화사
497 Freezing - First Chronicle 프리징 퍼스트 크로니클 임달영/윤재호 학산문화사
498 Ghost Hunter 총바치 유상진 학산문화사
499 Glass Shoes 유리구두 임해연 학산문화사
500 Good Fellow 좋은 사람 백정원 학산문화사
501 Good person 좋은 사람 백정원 학산문화사
502 Gwi 귀 오래밝음/김영오 학산문화사
503 High School 발작 김영오/전상영 학산문화사
504 I am Currently Living  with a Bear I am Currently Living  with a Bear 이로모 학산문화사
505 Insomnia 불면증 박은아 학산문화사
506 Jack Frost 잭프로스트 고진호 학산문화사
507 M.A.X MAX 허국화/박경란 학산문화사
508 Marine Blue 마린블루 어숙일 학산문화사
509 Metal Heart 메탈하트 윤재호 학산문화사
510 Need a Girl 여자친구만들고파! 류병민/박형준 학산문화사
511 Nina Jalhae 니나잘해 조운학 학산문화사
512 Peppermint 페퍼민트 서은진 학산문화사
513 Rure 루어 서문다미 학산문화사
514 She's Gon 쉬즈곤 손희준/Wudang-Q 학산문화사
515 Siesta 시에스타 이영유 학산문화사
516 Sir Tiger's Table 호랑님의 식탁 임해연 학산문화사
517 Song of the Doll 인형가 이선영 학산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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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Space China Dress 스페이스 차이나드레스 최봉수/원현재 학산문화사
519 Suyojeon 수요전 나노 학산문화사
520 Sweety Gem 스위티 젬 박은아 학산문화사
521 Teen Spirit 틴 스피릿 김지은 학산문화사
522 The Boy from the Moon 별에서 온 소년 나예리 학산문화사
523 The Legend of Maian 마이언 전기 임달영/정수철 학산문화사
524 The Phantom King 유령왕 임달영/윤재호 학산문화사
525 The Queen's Knight 여왕의 기사 김강원 학산문화사
526 Vanilla Frosting 바닐라 프로스팅 이로모 학산문화사
527 Veritas 베리타스 윤준식/김동훈 학산문화사
528 Witchcraft Troops 마법병단 윤준식 학산문화사
529 XO Sisters 엑소시스터즈 박성수/황성원 학산문화사
530 YongbitheInvincible 용비불패 문정후 학산문화사
531 Yureka 유레카 손희준/김윤경 학산문화사
532 Zippy Ziggy 지피지기 김언정/황승만 학산문화사
533 Floral Mirror of The Moon 화경의 달 함경숙 서울P&B
534 Lovely 러블리 백상은 서울P&B
535 Why Do You Love Me? 왜 날 좋아하는데? 지완 세주문화
536 Blooming 건강합니다! 백혜경 시공사
537 Glory Age 글로리 에이지 나예리 시공사
538 Let's Be Perverts 변태가 되자 이유정 시공사
539 Operation Liberate Men 남성해방 대작전 이미라 시공사
540 Say Love 세이 러브 박재성/문석배 시공사
541 The Shadow of the Moon 월영 이현숙 시공사
542 The Tarot Café 타로카페 박상선 시공사
543 The Sword of the Emperor 황제의 검 임무성 랜덤하우스코리아
544 Dark Mage 다크 메이지 김정률/남정호 램덤하우스코리아
545 Nineteen, Twenty-One 열아홉스물하나 요한/제나 발해
546 Let't Fight Ghost 싸우자 귀신아 임인스 보리별
547 Anuki 아누키 이지건/YAMESI 북박스
548 Running on Empty 허공의 질주 김지은 씨엔씨레볼루션
549 Id-The Greatest Fusion Fantasy 이드 김대우/A.T Kenny 알에이치코리아
550 Full House 풀 하우스 원수연 애니북스
551 Full House 2 풀 하우스 2부 원수연 애니북스
552 Mary Stayed Out All Night 매리는외박중 원수연 애니북스
553 The Poet Who Buys Words 언어를 사는 시인 엄정현 윙크
554 Heart to Give 심장에게 주다 지완 이코믹스
555 Totally Captivated 완전무결하게 사로잡히다 유하진 이코믹스
556 It's Love 사랑이야 백상은 재미북스
557 Noblesse 노블레스 손제호/이광수 재미주의
558 Sword Girls 소드 걸스 린세리 노블엔진
559 Rebirth Knight 리버스 나이트 유재범 점프
560 Cheon Gi dot com 천기닷컴 유하진 조은세상
561 Do You Want to Try? 한 번 해봐 차경희 조은세상
562 Threads of Time 살례탑 노미영 중앙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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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Crazy Coffee Cat 크레이지 커피 캣 엄재경/최경아 코리아하우스
564 Ensemble 앙쌍블 유비 파란웹툰
565 I'm Not Spy 아임 낫 스파이 장유라 파란웹툰
566 Remnant 렘넌트 태랑 파란웹툰
567 The Red Bicycle 빨간 자전거 김동화 행복한만화가게
568 Devil's Bride 악마의 신부 만들기 김세영 현대지능개발사
569 He Was Cool 그놈은 멋있었다 귀여니/김지은 황매
570 Narsha 나르샤 강민구/신동민 ALCHEMY STUDIO
571 Flight Highschool 비행고등학교 anyan pixiv
572 Running Man 런닝맨 현희 SBS
573 ChunChu 천추 김성재/김병진 TOKEBI
574 Kill Me Kiss Me Kill Me Kiss Me 이영유 TOKYOPOP
575 Buja's Diary 부자의 그림일기 오세영 글숲그림나무
576 Cosmos Flower 코스모스 김성준 길찾기
577 100 Days Dream 정보없음 sa sook 정보없음
578 A Cat that Loved a Fish 고양이를 사랑한 물고기 윤미경 정보없음
579 A Silent Greeting 정보없음 김영희 정보없음
580 Ba-thump Ba-thump Diary Ba-thump Ba-thump Diary 김미정Ba-thump Ba-thump Diary 정보없음
581 Best Couple 베스트 커플 박경란 정보없음
582 Burning Hell 버닝 헬 윤인왕/안경일 정보없음
583 Cheonsaeng Yeonbun 천생연분 여호경/김수진 정보없음
584 Compiled images 정보없음 채지윤 정보없음
585 Defense Devil 정보없음 윤인왕/안경일 정보없음
586 Did I Do Something Wrong? Did I Do Something Wrong? sa sookDid I Do Something Wrong? 정보없음
587 Distance Between You and Me 너와나의거리 곽나영 정보없음
588 Dream Fantasia 항아리 옥새롬 정보없음
589 Foolish Beast, Reach Decision 우수지택 곽나영 정보없음
590 Freezing - Second Season 프리징 세컨드 시즌 임달영/김광현 정보없음
591 Freezing - Zero 프리징 제로 임달영/정수철 정보없음
592 Freezing Pair Love Stories 프리징 페어 러브 스토리 임달영/김소희 정보없음
593 Galactic Romance 은하연인전 범우주적 사랑놀음 정광철 정보없음
594 Gekiyuuchi 정보없음 박중기 정보없음
595 Happy Summer Dream 정보없음 엄정현 정보없음
596 Longtime Lovers 정보없음 사숙 정보없음
597 March Story 정보없음 김향민/양경일 정보없음
598 Moknanahui Honeymoon Diary 목 난아의 신혼일기 한유랑 정보없음
599 Phantom Syndrome 팬텀 신드롬 민송아 정보없음
600 Raiders 라이더스 박진준 정보없음

합계 60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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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리안웹툰즈-위키 (http://koreanwebtoons.wikia.com)  
   ㅇ 최근의 웹툰까지 포함해서 총 26종의 한국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44] 코리안웹툰즈-위키 메인 화면 이미지 

[그림 Ⅱ-45] 코리안웹툰즈-위키 만화 정보 화면 이미지 



116

[표 Ⅱ-24] 코리안웹툰즈-위키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연번 현지어제목 한글제목 글/그림 연재처/출판사

1 Holy Alice 홀리 앨리스 rain97bow Deviantart
2 Holy Alice 홀리 앨리스 rain96bow Tapastic
3 Moonlight Hair 달빛머리 홍대의 Tapastic
4 Bongcheon-dong Ghost Story 봉천동 귀신 호랑 네이버만화
5 Ultimate Legend 최강전설 강해효 최병열 네이버만화
6 Orange Marmalade 오렌지 마말레이드 석우 네이버만화
7 The God of highschool 갓 오브 하이스쿨 박용제 네이버만화
8 Lessa 레사 POGO 네이버만화
9 Girl's of the Wild's 소녀 더 와일즈 hun/제나 네이버만화
10 Noblesse 노블레스 손제호/이광수 네이버만화
11 Pink Lady 핑크레이디 연우/서나 네이버만화
12 Annarasumanara 안나라수마나라 하일권 네이버만화
13 God of Bath 목욕의 신 하일권 네이버만화
14 Holy Alice 홀리 앨리스 rain94bow 네이버만화
15 Knight Run 나이트런 김성민 네이버만화
16 Kubera 쿠베라 카레곰 네이버만화
17 Magician 마술사 김세래 네이버만화
18 Moonlight Hair 달빛머리 홍대의 네이버만화
19 Penguin loves Mev 펭귄 러브스 메브 펭귄 네이버만화
20 Space China Dress 스페이스 차이나드레스 최봉수/원현재 네이버만화
21 Supernatural Investigation department 특수 영능력 수사반 사다함 네이버만화
22 Tower of God 신의 탑 siu 네이버만화
23 Transfer Student Storm Bringer 폭풍의 전학생 강냉이 네이버만화
24 Welcome to the convenience store 와라! 편의점 지강민 네이버만화
25 Welcome to the convenience store : The Animation 와라! 편의점 the animation 와라패밀리 네이버만화
26 Holy Alice 홀리 앨리스 rain95bow 다음웹툰

합계 2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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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콤포팝 (https://www.compopop.com)  
   ㅇ 최근의 웹툰까지 포함해서 총 18종의 한국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46] 콤포팝 메인 화면 이미지 

[그림 Ⅱ-47] 콤포팝 한국 만화 서비스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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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5] 콤포팝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연번 현지어제목 한글제목 글/그림 연재처/출판사
1 The God of highschool 갓 오브 하이스쿨 박용제 JSTL network
2 Noblesse 노블레스 손제호/이광수 JSTL network
3 The Dragon Next Door 용이산다 초 JSTL network
4 Fantasy World Survival 그 판타지 세계에서 사는 법 촌장 JSTL network
5 Annarasumanara 안나라수마나라 하일권 JSTL network
6 Killer Stall 킬러 분식 한 JSTL network
7 Girl's of the Wild's 소녀 더 와일즈 hun/제나 JSTL network
8 Soul Cartel 소울 카르텔 하람/김영지 JSTL network
9 Diamond Dust 다이아몬드 더스트 kang hyung-gyu JSTL network
10 Orange Marmalade 오렌지 마말레이드 석우 JSTL network
11 Can't see Can't hear But love 보지 못 하고 듣고 못하고 사랑해 고영훈 JSTL network
12 Automata 오토마타 김다찌 JSTL network
13 A Fairytale for The Demon Lord 마왕을 위한 동화 김용환 JSTL network
14 Chaser 체이서 하준성 JSTL network
15 Ya! Oee 야! 오이 랑또 JSTL network
16 City of Dead Sorcerer 죽은 마법사의 도시 팀 겟네임 JSTL network
17 Magician 마술사 김세래 JSTL network
18 Ability 어빌리티 손제호/이광수 JSTL network

합계 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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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툰라이브 (http://www.webtoonlive.com)  
   ㅇ 최근의 웹툰까지 포함해서 총 10종의 한국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48] 웹툰라이브 메인 화면 이미지 

[그림 Ⅱ-49] 웹툰라이브 한국 만화 서비스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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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6] 웹툰라이브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연번 현지어제목 한글제목 글/그림 연재처/출판사
1 Anna&Toby 안나&토비 pablo Stanley 네이버만화
2 Ark of Abel 아벨의 방주 koung418 네이버만화
3 Atlania 아틀레냐 kez 네이버만화
4 Cactus and Radio 선인장과 라디오 runeis 네이버만화
5 Makisi's neighbours 마키시의 이웃들 ttang16 네이버만화
6 March rabbit 3월의 토끼 runeis 네이버만화
7 Orange Marmalade 오렌지 마말레이드 seok woo 네이버만화
8 Space 스페이스 baek jong in 네이버만화
9 Welcome to the convenience store 와라! 편의점 지강민 네이버만화
10 the tale left by that magician 그 마법사가 남기고 간 이야기 milkong kim 다음웹툰

합계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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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로그코리아넷 (http://blog.korea.net)  
   ㅇ 최근의 웹툰까지 포함해서 총 9종의 한국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는데, 저작권 해

결 여부는 파악되지 않음 

[그림 Ⅱ-50] 블로그코리아넷 화면 이미지 

[그림 Ⅱ-51] 블로그코리아넷 서비스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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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7] 블로그코리아넷  한국 만화 침해 사례2) 세부 내용 

연번 현지어제목 한글제목 글/그림 연재처/출판사
1 Welcome to the convenience store 와라! 편의점 지강민 네이버만화
2 Penguin loves Mev 펭귄 러브스 메브 펭귄 네이버만화
3 Interfering with Everyday Life 생활의 참견 김양수 정보 없음
4 Nice Jin Time 나이스진타임 김진 정보 없음
5 Story of Narm 낢이 사는 이야기 서나래 정보 없음
6 A Simple Thinking about Blood Type 혈액형에 관한 고찰 박동선 정보 없음
7 Everyday Fluttering of Wings 일상 날개짓 나유진 정보 없음
8 JingleJungle 징글정글 김용진 정보 없음
9 NonPeople 넌피플 고리타 정보 없음

합계 9편

2) 이 사이트는 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였을 경우, 침해 사례가 아닐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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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텀블러 (http://www.tumblr.com)  
   ㅇ 총 5종의 한국만화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그림 Ⅱ-52] 텀블러 화면 이미지 

[그림 Ⅱ-53] 텀블러 서비스 화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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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8] 텀블러 한국 만화 침해 사례 세부 내용 

연번 현지어제목 한글제목 글/그림 연재처/출판사
1 Cloud  Atlas 클라우드 아틀라스 siu 네이버만화
2 Tower of God 신의 탑 siu 네이버만화
3 Can't see Can't hear But love 보지 못 하고 듣고 못하고 사랑해 고영훈 다음웹툰
4 Kubera 쿠베라 카레곰 정보 없음
5 Cheese in the trap 치즈인더트랩 순끼 정보 없음

합계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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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 만화저작권침해 사례 분석

제1절 해외 만화저작권침해 사례 통계 
1. 3개국 종합

(1) 출처 및 침해 사이트 

   ㅇ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3개국의 한국만화 침해 사례의 중 가장 많은 출처를 
기록한 곳은 ‘네이버만화’로 총 26.9%를 기록하고 있음    

[표 Ⅲ-1]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출처별 편수 및 비율 
구분 네이버만화 대원씨아이 서울문화사 학산문화사 다음웹툰 삼양출판사 기타 합계

비율(%) 26.9% 15.7% 14.1% 10.8% 7.7% 7.4% 17.4% 100.0%
침해 편수(편) 433 253 227 174 124 119 281 1,611

   ㅇ ‘대원씨아이’, ‘서울문화사’ 등 일반 만화 출판사를 출처로 하는 사례도 전체의 약 절반을 상
회하고 있음      

[그림 Ⅲ-1]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출처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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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3개국의 한국만화 불법 유통 사이트 중 가장 많은 
편수를 보유한 사이트는 말레이시아의 바토토(http://www.batoto.net) 였으며, 총 
600편의 한국만화를 서비스하고 있음 

   ㅇ 중국의 큐큐닷컴 (http://ac.qq.com), 쿔(http://www.kyomh.com), 디엠파이브 
(http://www.dm5.com), 디엠제이지(http://www.dmjz.com) 등도 100편 이상의 
한국만화를 서비스하고 있음 

[표 Ⅲ-2]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사이트별 침해 편수 및 비율 
연번 사이트명 침해 편수(편) 비율(%) 국가

1 바토토 600 37.2% 말레이시아
2 큐큐닷컴 118 7.3% 중국
3 쿔 111 6.9% 중국
4 디엠파이브 101 6.3% 중국
5 디엠제이지 100 6.2% 중국
6 투쿠 82 5.1% 중국
7 젬 50 3.1% 중국
8 나이스오빠이 50 3.1% 태국
9 카툰클럽 49 3.0% 태국
10 니폰아니메 38 2.4% 태국
11 제이마이디엠 35 2.2% 중국
12 애니티넷 30 1.9% 태국
13 아이만후아 26 1.6% 중국
14 카툰바카 26 1.6% 태국
15 코리안웹툰즈-위키 26 1.6% 말레이시아
16 망가자 23 1.4% 태국
17 오하이요망가 21 1.3% 태국
18 콤포팝 18 1.1% 말레이시아
19 43423 16 1.0% 중국
20 망가타이 13 0.8% 태국
21 네코포스트 13 0.8% 태국
22 쿠쿠 12 0.7% 중국
23 킹스망가넷 10 0.6% 태국
24 푼아니메 10 0.6% 태국
25 웹툰라이브 10 0.6% 말레이시아
26 카툰시암 9 0.6% 태국
27 블로그코리아넷 9 0.6% 말레이시아
28 텀블러 5 0.3% 말레이시아

합계 16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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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 형태 

   ㅇ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3개국의 한국만화 침해 형태를 살펴보면, 총 1,611
편 중 847편(52.6%)이 인쇄본 스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표 Ⅲ-3]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침해 형태별 편수 및 비율 
구분 편수(편) 비율

인쇄본 스캔 847 52.6%
소프트웨어 캡처 764 47.4%

합계 1,611 100.0%

   ㅇ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3개국의 한국만화 침해 형태 중 764편(47.4%)이 소
프트웨어 캡처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들 만화는 주로 웹툰이나 국내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Ⅲ-2]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만화 침해 형태별 비율 

 

   ㅇ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3개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만화의 침해 형태는 모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인쇄만화는 주로 ‘스캔방식’을, 인터넷만화는 주로 ‘캡처방
식’을 사용하고 있음 

   ㅇ 다음은 세부적인 침해형태와 방식을 중국을 중심으로 분석한 사례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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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쇄본 스캔 침해 사례
   ㅇ 책으로 출간되었던 만화들은 대만 정식 계약 판본 스캔이 주를 이루며, 따라서 “스

캔”+”번자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ㅇ Tongli, Ai 등 여러 대만 출판사 판본의 스캔이 오래된 출판물의 불법 복제 형식의 

주를 이룸
[그림 Ⅲ-3] 대만판 스캔의 예: 네레이드의 전설

 
   ㅇ 스캔본 맨 뒷페이지에 책의 판권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림 Ⅲ-4] 대만판 스캔의 예: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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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책으로 출간된 만화의 경우, 대표적인 출판사는 서울문화사, 학산문화사, 삼양출판
사, 대원씨아이, 시공사 등임

   ㅇ “ac.qq.com”의 경우 책으로 출간되었던 만화들도 스캔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고, 
소프트캡쳐처럼 처리되어 있음

   ㅇ 대만판 스캔이 주를 이루지만, 드물게 홍콩판 스캔도 볼 수 있음
[그림 Ⅲ-5] 홍콩판 스캔의 예: 신암행어사

   ㅇ 아주 드물게는 대륙에서 출판된 정식 판본이 스캔된 예도 있음
[그림 Ⅲ-6] 중국 대륙판 스캔의 예: 비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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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내용은 번자체로 번역하되, 의성어는 한국어 그대로 놓아둔 경우가 많음

[그림 Ⅲ-7] 의성어까지 번자체로 번역된 예: 열혈여아

[그림 Ⅲ-8] 의성어가 한국어로 그대로 남아있는 예: 와일드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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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최근까지 연재되는 만화책의 경우, 대만판 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한국판을 
입수하여 스캔을 뜬 후 간자체로 번역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의성어가 한
국어로 거의 남아있음

[그림 Ⅲ-9] 한국판 스캔 후 간자체로 번역한 예: 쇼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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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 캡처 침해 사례 
   ㅇ 웹툰의 경우 거의 소프트웨어 캡쳐의 방식을 택함. 이런 경우, “소프트웨어 캡쳐”+”

간자체” 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ㅇ 네이버, 다음 등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의 경우는 거의 소프트웨어 캡쳐를 통해 불법 

복제됨

[그림 Ⅲ-10] 소프트웨어 캡쳐의 예: 0.0MHz

             

   ㅇ 소프트웨어 캡처를 한 경우 간자체로 번역된 경우가 대부분임 

[그림 Ⅲ-11] 마음의 소리, 천생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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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해의 패턴: 스캔자와 번역자의 표시
   ㅇ 다른 나라의 만화를 불법 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자 혹은 스캔자의 아이디나 

이름을 표시해놓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음
   ㅇ 대만판 및 해외판본 스캔의 경우는 한 개인으로서 스캔자가 있음
   ㅇ 소프트웨어 캡쳐의 경우는 하나의 汉 化組 가 번역 및 각색을 함 
   ㅇ 또한 한국 만화의 경우 비슷한 번역 그룹이 번역하고, 각색하며, 비슷한 번역자가 스

캔하는 경우가 많음
   * 대표적인 번역자의 예: 夢見漢化組, 水神的新娘汉化, 网 漫汉 化組, 晴天汉 化組    * 대표적인 스캔자의 예: moon, Cshoujo, a09070811, 小良, GiLiGowLa
 
  ㅇ 대만판이나 기타 해외판본 스캔의 경우, 스캔자를 종종 표시

[그림 Ⅲ-12] H2O, 카스텔라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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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웹툰을 소프트웨어 캡처한 만화들은 한국의 스크롤을 내려보는 방식이 아닌, 중국 
사이트 특유의 옆으로 넘겨보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새로운 각색이 필요함

   ㅇ 그래서 만화마다 특정한 “汉化组(한화조)”가 그룹으로 윤색을 맡는 형식으로 이루어
짐

[그림 Ⅲ-13] 해치치 않아, 밤을 걷는 선비

   ㅇ “汉化组(한화조)”의 경우 만화물 뒷면에 간간히 채용 광고를 내기도 하는데, 이를 보
면, 한 사람의 작업이 아닌, 팀을 이루어서 번역하고 윤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그림 Ⅲ-14] 한국만화에 사용된 현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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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 유통 및 보급 경로 분석
   ㅇ 비슷한 한화조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을 다시 검색해본 불법 유통 보급 경로를 알

아내게 됨
   ㅇ 한화조는 “baidu.com”등의 유명 검색 사이트에 贴吧(한국으로 치면 갤러리, 아고라 

등에 해당함)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한국만화를 번역하여 업데이트하고 누구든 볼 
수 있게 해놓음

   ㅇ 그 이후에 중국의 만화사이트들이 다시 이 번역본을 자신들의 사이트에 퍼가는 식으
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Ⅲ-15] “baidu.com”에서 한국만화 윤색 출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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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침해 형태 

가. 중국

   ㅇ 중국의 한국만화 침해 형태를 살펴보면, 총 651편 중 385편(59.1%)이 인쇄본 스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266편(40.9%)이 소프트웨어 캡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표 Ⅲ-4] 중국 침해 형태별 편수 및 비율 
구분 편수(편) 비율

인쇄본 스캔 385 59.1%
소프트웨어 캡처 266 40.9%

합계 651 100.0%

[그림 Ⅲ-16] 중국 한국만화 침해 형태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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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태국

   ㅇ 태국의 한국만화 침해 형태를 살펴보면, 총 651편 중 97편(33.2%)이 인쇄본 스캔 방
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195편(66.8%)이 소프트웨어 캡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표 Ⅲ-5] 태국 침해 형태별 편수 및 비율 
구분 편수(편) 비율

인쇄본 스캔 97 33.2%
소프트웨어 캡처 195 66.8%

합계 292 100.0%

[그림 Ⅲ-17] 태국 한국만화 침해 형태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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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편수(편) 비율
인쇄본 스캔 365 54.6%

소프트웨어 캡처 303 45.4%
합계 668 100.0%

다. 말레이시아

   ㅇ 말레이시아의 한국만화 침해 형태를 살펴보면, 총 651편 중 365편(54.6%)이 인쇄본 
스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303편(45.4%)이 소프트웨어 캡처 방식을 사용하고 있
음  

[표 Ⅲ-6] 말레이시아 침해 형태별 편수 및 비율 

[그림 Ⅲ-18] 말레이시아 한국만화 침해 형태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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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통계 

(1) 중국 
[표 Ⅲ-7] 중국 한국만화 침해 사례 규모 

번호 사이트 네이버 만화 다음 웹툰
대원 씨아이

삼양출판사
서울 문화사

시공사 
학산 문화사 기타 합계

1 http://ac.qq.com - - 4 - 1 - 2 111 118
2 http://www.kyomh.com 17 3 26 5 31 5 17 7 111
3 http://www.dm5.com 12 3 24 4 27 4 17 10 101
4 http://www.dmjz.com 16 3 25 4 25 2 16 9 100
5 http://www.tuku.cc 13 3 10 5 21 5 12 13 82
6 http://www.xemh.com 12 3 7 2 13 - 8 5 50
7 http://www.jmydm.com 2 - - 2 20 - 6 5 35
8 http://www.imanhua.com - - 6 2 11 1 5 1 26
9 http://www.43423.com 4 2 4 - 5 - 1 - 16
10 http://www.kuku.com 1 - 6 - 4 - 1 - 12

합계 77 17 111 24 158 17 85 161 651

[그림 Ⅲ-19] 중국 한국만화 침해 출처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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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0] 중국 한국만화 침해 현지 사이트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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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국 

[표 Ⅲ-8] 태국 한국만화 침해 사례 규모 
번호 사이트 네이버 만화 다음 웹툰

대원 씨아이
학산 문화사

서울 문화사
아이엠 닷컴 합계 합계

1 http://www.niceoppai.net 25 7 8 8 1 1 50 118
2 http://www.cartoonclub-th.com 24 6 10 7 2 - 49 111
3 http://www.nipponanime.net 19 6 4 7 1 1 38 101
4 http://www.anity.net 14 8 2 3 2 1 30 100
5 http://cartoonbaka-th.com 13 4 4 4 1 - 26 82
6 http://www.mangaza.com 14 1 2 5 1 - 23 50
7 http://www.ohiyomanga.com 14 1 3 2 1 - 21 35
8 http://mangathai.com 11 1 1 - - - 13 26
9 http://www.nekopost.net 9 3 - - - 1 13 16
10 http://manga.kingsmanga.net 6 1 2 1 - - 10 12
11 http://www.punanime.com 3 1 4 1 1 - 10
12 http://www.cartoonsiam.com 4 - 2 3 - - 9

합계 156 39 42 41 10 4 292 651

[그림 Ⅲ-21] 태국 한국만화 침해 출처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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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2] 태국 한국만화 침해 현지 사이트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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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레이시아 

[표 Ⅲ-9] 말레이시아 한국만화 침해 사례 규모 
번호 사이트 네이버 만화 다음 웹툰

대원 씨아이
삼양출판사

서울 문화사
학산 문화사 기타 합계

1 http://www.batoto.net 165 65 100 95 59 48 68 600
2 http://www.webtoonlive.com 9 1 - - - - - 10
3 https://www.compopop.com - - - - - - 18 18
4 http://www.tumblr.com 2 1 - - - - 2 5
5 http://koreanwebtoons.wikia.com 22 1 - - - - 3 26
6 http://blog.korea.net 2 - - - - - 7 9

합계 200 68 100 95 59 48 98 668

[그림 Ⅲ-23] 말레이시아 한국만화 침해 출처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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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4] 말레이시아 한국만화 침해 현지 사이트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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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사점 
1. 온라인 침해 

   ㅇ 해외 3개국 중 한국만화의 온라인 침해 편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말레이시아로 조사 
되었는데, 총 668편의 침해 사례가 조사되었음  

   ㅇ 이는 바토토(http://www.batoto.net)라는 말레이시아 사이트가 총 600편의 한국만
화를 불법으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임 

[그림 Ⅲ-25] 해외 3개국 한국만화 온라인 침해 편수 

   ㅇ 해외 3개국 중 한국만화의 온라인 불법 서비스 사이트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음  
[그림 Ⅲ-26] 해외 3개국 한국만화 불법 서비스 사이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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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만화의 불법 침해는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인쇄본의 경우에는 스캔 이후 현지어로 재제작 되는 경로를 거치고 있음 

[그림 Ⅲ-27] 해외 3개국 한국만화 불법 유통 경로 

   ㅇ 해외 3개국에서 만화 문화는 J-WAVE(일류)가 들어가면서 각국의 문화 전반에 퍼지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ㅇ 해외에서 조사된 사이트들에서는 대부분 일본 유명 만화가 차지하고 그 중 일부만이 
한국 만화 자료임 

   ㅇ 한국 만화 자료 중 “웹툰”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웹툰”이라
는 장르가 업데이트 기간이 일정하고 수시로 되는 점, 콘텐츠의 질이 출판물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점, 불법 복사가 용이한 점 들이 반영 되었다고 추정됨   

2. 오프라인 침해 

   ㅇ 3개국에서 한국만화의 온라인 유통은 비교적 활발하지만 오프라인 서점 (합법)에서의 
한국 만화는 대부분 교육용 어린이 만화에 국한되어 있었음

   ㅇ 3개국에서 유명 서점을 중심으로 한국만화의 오프라인 유통을 조사할 결과, 불법 유
통 사례는 많이 발견되지 않음 

   ㅇ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구매 사이트인 타오바오(taobao.com)에서 인쇄본 및 
DVD의 불법 유통을 알아본 결과, 총 104종의 한국만화 중 약 26권의 만화의 불법 
DVD및 패키지 디스크를 발견할 수 있었음

   ㅇ 기타 국가에서는 한국만화 인쇄본 및 DVD의 유통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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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책 제안 
1. 단계별 모니터링 강화 

   ㅇ 단계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만화 분야에 대한 현지 저작권 불법 실태의 분기별 보
고서를 작성하고 국내 및 현지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이슈화 전개할 필요가 있음

   ㅇ 채널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한 불법 실태 및 현지 단속현황 등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현지 실태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ㅇ 본 보고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3개국 이외에도, 베트남, 인
도네시아 등 향후 시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기타 아시아 국가의 한국만화 불
법 유통 사례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을 통한 불법복제 및 유통 단속요청
   ㅇ 아시아 국가의 정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다운로드,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ㅇ 더불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제 3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불법복제품에 대한 적

극적인 방지책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3. 한국만화의 영문 서비스 사이트 개설 추진 

   ㅇ 아시아 주요 국가의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한국만화 저작물들이 자국어
로 서비스 되지 않아 자국어 서비스가 되는 인터넷, 웹하드 등 불법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으로 추정됨  

   ㅇ 네이버만화, 다음웹툰 등 현재 한국만화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와 
저작권자들이 협력하여, 잠재적인 해외 소비자를 위한 영문 서비스 구축 필요

   ㅇ 번역비, 이미지 재작업 비용 등은 수익모델이 확립되기 전까지 정부예산 지원을 통
한 방식 검토가 필요  

4. 제 3국어 번역 활성화를 위한 “Manhwa Mania” 사업 추진     
   ㅇ 잠재적인 해외 소비자를 위한 영문 서비스 구축 후, 제 3국어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 

상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다양한 언어의 ‘자막 제작자’들을 위한 저작권 등록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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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ㅇ 이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은 자국의 언어로 한국만화를 감상하고, ‘자막 제작자’들은 

한국만화의 현지 수익을 일부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