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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플랫폼 동향) 대만에서 주요 웹툰 플랫폼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라인웹툰’, 

‘코미코’, ‘탑툰’ 등이 있으며, 중국의 ‘만화런’, ‘망가’ 등도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인 웹툰) 네이버의 라인 웹툰은 지난 2013년 서비스를 시작한 뒤 4년만에 월간 해외 

사용자가 약 2,200만명에 달하는 등 성공적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서비스 

국가로는 대만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영어권 국가,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라인 웹툰 중국어 사이트 >

(자료 : 라인 웹툰 중국어 홈페이지, https://www.webtoons.com/zh-hant/)

□ (출판 기업동향) 대만의 만화 출판사들은 주로 일본 만화의 수입 유통 및 번역, 라이센

스, 자체 출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대만에서 일본만화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일제 강

점기 시절 적지않은 대만작가들이 일본에서 만화수업을 받고 대만으로 돌아와 활약한 것

을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 규제완화가 시작되며,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유입되

고 서브컬쳐 문화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최근에도 이어져, 2016년 기준 만화 신간 

도서 약 2,300개 중 일본 번역 만화는 2,094개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Ⅰ [대만] 대만의 만화.웹툰 시장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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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주요 만화 출판사 디렉토리 >

 (동리출판사, 東立出版社) 1977년부터 만화를 전문으로 출판 및 유통해온 출판사로, 

홍콩에도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 동리출판사의 최근 정식발행 만화책 >

기업명 홈페이지 대표 e-mail 사업분야

동리출판사

(東立出版社, Tong Li Publishing)

http://www.tongli.

com.tw/

info@tongli.co

m.tw

만화책 수입 유통, 앱 

만화 서비스 제공

장홍출판사

(長鴻出版社股份有限, Ever 

Glory Publishing)

https://www.egma

nga.com.tw/

service@mail.e

gmanga.com.t

w

만화 잡지 발행, 만화책 

수입, 일본 만화 라이선스 

체결, 온라인 만화 플랫폼 

운영

지엔돤출판사

(尖端出版, Sharp Point 

Press)

http://www.spp.co

m.tw

sppworks@ms1

8.hinet.net

만화 수입, 출판, 

패션,엔터테인먼트 서적도 

판매

청문출판

(青文出版股份有限公司, CHING WIN 

PUBLISHING GROUP)

http://www.ching-

win.com.tw/

mk@ching-win.

com.tw

일본 만화 번역 출간, 

애니메이션 수입, 피규어 

판매, 여성 잡지 발행

(자료 : 2017.9 글로벌 마켓 브리핑)

(자료 : 동리출판사 홈페이지, http://www.tongli.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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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홍출판사, 長鴻出版社股份有限) 만화 잡지 발행 및 만화책 수입, 일본만화 라이센스 

체결 등을 영위하는 출판사이다. 1991년 6월 설립한 이후 일본 만화책 1,500여종 

이상을 발표하였으며, 미국의 X-MEN, BATMAN 권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만 내 지역 만화가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장홍출판사의 최근 정식발행 만화책 >

□ (시장동향) 대만은 신간도서의 출간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로, 2015년 통

계에 따르면 579명당 1권 꼴로 325명당 1권 꼴인 영국에 이어 인구 대비 신간 출간 비

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기준 총 신간 도서 종수는 38,807개 이며, 이 중 만

화 분야의 신간은 5.99%로 약 2,300여권에 달한다. 또 한가지 특징은 전체 만화 중 

2,094개(90%)가 일본 번역물로 구성되어 있어, 일본 만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만의 전체 만화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000만 달러로 조사되고 있

다(출처 : PwC 2015). 시장은 크게 출판 만화와 디지털 만화로 구분되며, 2011년 

1,300만 달러를 정점으로 하여 시장 침체에 따라 규모는 축소 및 정체되고 있다.

 대만 출판시장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에는 우선 책 가격의 과다 할인경쟁과 

독립서점 등 작은 서점들의 디지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만 정부에서는 도서정가제, 구매도서 세금공제, 예술문화체험쿠폰, 도서관 도서구입, 

각종 도서전을 통한 할인판매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료 : 장홍출판사 홈페이지, https://www.egmanga.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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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6/

< 2017 타이베이국제도서전 >

이와 함께 대만 출판사들은 도서 위탁 공급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전통 판매방식 

(우편판매, 인터넷 공동구매, 신간 발표회 등)을 고수하지 않고, 작가나 출판사가 직접 

소비자와 소통하며 판매하거나, SNS 이벤트를 통한 할인판매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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