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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동향) 미국 디지털 만화 시장은 크게 디지털 코믹스(Digital comics)와 웹코믹스

(Webcomics)로 나눌 수 있는데 디지털 코믹스가 이미 출판물로 나와 있는 작품들을 디

지털화 한 콘텐츠라면, 웹코믹스는 한국의 웹툰과 같이 처음부터 웹 퍼블리싱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콘텐츠이다. 현재 미국 디지털 만화 시장 매출의 대부분은 디지털 코믹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코믹솔로지 등을 통해 정착한 유료 모델 덕분으로 많은 독자들의 

손쉽게 그래픽 노블 시리즈를 스마트 디바이스 혹은 웹에서 결제해 읽을수 있기 때문이

다. 미국 웹코믹스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 사이트가 활성화 된 것인데 

XKCD(xkcd.com), 디오트밀(theoatmeal.com), 익스플로즘(explosm.com) 등의 유명 웹

코믹스는 장기간 연재되며 광고 수익과 작품 판매로 연간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상품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사이트 구축이 가능한 작가는 아직 소수이나 한번 인기 

웹코믹스 반열에 오르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기 웹코믹

스인 PHD comics(phdcomics.com)는 독자 기부를 통해 미니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한

다.

□ (시장규모) 미국의 전체 만화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총 8억 7,000만 달러, 2014년 9

억 3500만 달러, 2015년 10억 3000만 달러, 2016년 10억 8500만 달러로 조사되고 있

음 (출처: ICv2,Comich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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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www.comichron.com/yearlycomicssales.html, 알앤디비즈 CAGR 계산)

                        < 미국의 인쇄 및 디지털 코믹스 시장규모 >

(단위 : 백만달러)

Ⅰ [미국] 미국의 만화, 웹툰 시장 및 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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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동향) 미국의 만화 시장은 거대 미디어 자본이 주도하는 출판만화 시장과 IT 변화

에 따른 디지털만화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판만화 시장은 대형 출판사인 마블 코

믹스와 DC 코믹스가 시장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그 외 이미지코믹스와 다크호

스등 중소 출판사가 20% 가량을 점유하는 구조이다.

< 미국의 만화 소매시장 및 유닛시장 점유율 >

            (자료: https://previewsworld.com/Article/201973-Publisher-Market-Shares-October-2017, 알앤디비즈 재가공)

< 마블코믹스의 최근 국내 정식발행 만화책(’18) >

도서명 발행일

데드풀 vs. 타노스 이슈 2

2018-01-25데드풀: 떠버리 용병을 그리다

블랙 팬서: 블랙 팬서는 누구인가

데드풀 vs. 타노스 이슈 3
2018-02-25

데드풀 vs. 타노스 이슈 4

타노스 임페러티브
2018-04-16

인피니티

데드풀 vs. 타노스

2018-04-25
마블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 프렐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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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코믹스의 영화제작 계획으로는 「아쿠아맨」이 2018년 개봉예정이며 2019년에는 

「샤잠」과 「원더우먼2」가 준비되고 있다.

< DC코믹스의 영화 제작 현황>

작품 원제목 제작 스튜디오 제작년도

원더우먼

Wonder Woman

워너 브라더스/DC Entertainment/랫팩 

엔터테인먼트/Atlas 

Entertainment/Cruel and Unusual 

Films
2017년

저스티스 리그

(Justice League)

워너 브라더스/DC Entertainment/랫팩 

엔터테인먼트/Atlas 

Entertainment/Cruel and Unusual 

Films

아쿠아맨(Aquaman)
워너 브라더스/DC Entertainment/랫팩 

엔터테인먼트/Cruel and Unusual Films
2018년 개봉예정

샤잠!(Shazam)
워너 브라더스/DC Entertainment/랫팩 

엔터테인먼트/뉴 라인 시네마

2019년 개봉예정
원더우먼 2

(Wonder Woman 2)

워너 브라더스/DC Entertainment/랫팩 

엔터테인먼트/Cruel and Unusual Films

(자료 : https://ko.wikipedia.org/wiki/DC_코믹스_원작의_영화_작품_목록, 알앤디비즈 재가공)

시크릿 워즈

뉴 어벤저스 Vol. 3

마블스

데드풀 Vol. 3

(자료 : http://www.sigongsa.com/comics/bookList.php?catecode=01060302, 알앤디비즈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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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코믹스는 작가 중심적 만화 시장의 흐름에서 설립된 만화사로서 미국 만화시장에

서 인디 만화들을 주력으로 삼아 마블과 DC의 뒤를 이어 세 번째 규모에 들어가는 만화 

출판사로 1992년 7명의 만화 창작자 롭 라이펠드(Rob Liefeld), 마크 실베스트리(Marc 

Silvestri), 에릭 라센(Erik Larsen), 월스 포타시오(Whilce Portacio), 짐 리(Jim Lee), 짐 

발렌티노(Jim Valentino), 토드 맥팔레인(Toad McFarlane)이 세운 만화 출판사이다.

 다크호스는 1986년에 세워진 미국의 만화 출판사로 마블 코믹스와 DC 코믹스처럼 그래

픽 노블도 출판하지만 일본 만화를 북미로 정발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으며 대형 출판사

보다 규모는 당연히 작지만 이미지코믹스와 함께 북미에서는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

다. 영화화도 된 헬보이, 마스크 등이 다크호스의 작품이며 마찬가지로 영화화가 된 프

랭크 밀러와 300과 씬 시티도 이 회사의 작품이다.

< 이미지코믹스의 최신 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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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호스의 주요 작품(마스크, 헬보이, 씬시티, 300) >

(자료 : https://imagecomics.com/comics/new-releases)

(자료 : https://www.darkhor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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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코믹스는 IT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종이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 기기에서도 

만화를 볼 수 있도록 기존에 출판된 만화책을 웹에 업로드한 것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나 

만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볼 수 있으며 한국의 웹툰과는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는 점

만 동일할 뿐 스토리나 시스템 자체는 전혀 다르다. 종이책과 큰 가격 차이 없이 만화를 

볼 수 있는 채널만 디지털화 된 것이다. 

사이트명 특징

COMIXOLOGY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 이미지 코믹스, 다크 호스, 

IDW 등 유명 출판사 및 일부 영미권에 번역되어 출시되

는 해외 만화도 취급

 코믹솔로지가 등장하면서 해외 도서를 구매하기 위해 

겪었던 배송문제, 비용문제 등의 불편함 해소

 구매도 간편하고 구입하면 기기를 통해 바로 볼 수 있

음

 현지 인디 만화의 경우에는 기존 종이책 출판 경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디지털 출판이 가능, Comixology 

Submit이라는 자가 출판 시스템도 있음

MARVEL DIGITAL COMICS 

SHOP

 기존 만화책과 동일하게 히어로들의 스토리를 디지털 

<디지털 코믹스 사이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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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믹스 컨텐츠로 제공

 가격은 $3.99~$5.99, $10.99도 있음

READDC

DC 코믹스의 디지털 코믹스 사이트

저스티스리그, 슈퍼맨, 배트맨, 플래시 등의 유명 힐어로물

을 디지털 코믹스로 제공

가격은 $2.99~$3.99 정도로 판매 중임

DYNIMITE DIGITAL

영화 관련 코믹스 제작으로 유명, 터미네이터vs로보캅 등을 

제작

A~Z까지 시리즈 별로 정리하여 원하는 시리즈의 발행판 

전체를 구매하기가 용이

IDW

마블 코믹스, DC 코믹스 등 주류의 히어로물을 디지털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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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웹툰은 미국 내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공략한 시장으로 기존의 히어로물에 

집중된 만화 시장을 다양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타파스 미디어가 있는

데 작가 1,300여 명, 작품 1,700여 편을 보유하고 무료 요일을 지정하여 연재하고 있

다. 타파스가 다른 디지털 만화 시장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링크가 아닌 퍼블리싱 플랫폼

믹스로 제공하는 타사와는 달리 마이너한 편이지만 타사에

서 전개하는 미디어 믹스의 일환이거나 마니아 취향인 만

화를 다룸

미 육군에서 만든 홍보용 만화 America's Army: Comics 

등이 있음

DARKHORSE DIGITAL

헬보이, 버서크, 인코그니그로, 젤다의 전설 등 자사에서 

제작한 만화들을 디지털 코믹스로 제공 중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화들도 있음

IMAGE COMICS DIGITAL

이스트웨스트, 고스티드, 인빈서블 등 자사의 만화를 디지

털 코믹스로 제공 중이며 영화화 된 만화 중 힛걸

(HIT-GIRL)도 있음

$2.99~$5.99로 판매 중

(자료 : https://www.comixology.com/, ttps://comicstore.marvel.com/comics-best-sellers, https://www.readdc.com/, 

https://dynamite.com/digital/, https://www.idwpublishing.com/comic-series/,

https://digital.darkhorse.com/, https://imagecomics.com/store/c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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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미 만화는 일반적으로 옆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디지

털 코믹스나 4컷 정도로 짧은 웹 코믹스 형태가 대부분인데 한국형 웹툰과 같이 세로로 

길게 스크롤을 내려서 보는 버티컬 스트립(Vertical Strip) 방식을 선택한 점도 있다. 또

한 배경음악과 gif 형식,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한국 웹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효과들

을 첨가한 작품도 있다. 디지털 코믹스는 작품 1개 당 $2.99~$5.99 정도를 지불하는 유

료 모델을 채택한 반편 아직 웹코믹스는 특정 유료 모델이 자리 잡지 않았다. 타파스 미

디어의 경우 2014년 5월부터 독자들의 월간 기부 시스템(Monthly support system)을 

도입하였다. 현재 미국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웹코믹스가 차지하는 매출 비율은 미미하

지만 한국보다 30% 이상 높은 디지털 콘텐츠 기본 단가 및 편리한 인터넷 결제 환경 

등 플랫폼 확대와 유료화가 정착되고 나면 매출 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 

 북미 디지털 코믹스는 처음부터 출판 만화를 디지털화한 것이기 때문에 옆으로 넘기는 

페이지 형태를 사용 중인데 출판용이 아닌 웹코믹스 역시 1페이지 내외의 짤막한 에피

소드로 구성된 형태가 대다수이다. 이는 북미의 인터넷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빠른 인터넷 속도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세로로 긴 스크롤을 내리는 형태의 웹툰

을 다루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느린 북미에서는 좌우로 클릭해 넘기는 형

태가 발전한 것이다. 미국의 만화 독자들 중 버티컬 스트립의 형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북미 시장에서도 이러한 형태를 갖춘 만화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한 화 당 약 30,000 픽셀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 웹툰과 달리 북미의 버티컬 

스트립 웹코믹스는 길이 제약이 없는 자유 연재 룰에 따라 10,000 픽셀 전후의 분량을 

평균으로 한다. 또한 소재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상업적 의도보다는 개인적 취향에 집

중된 작품이 많다. 현재 북미 웹코믹스 사이트에는 독점 게재 조항을 거는 곳이 없기 때

문에 작가들은 개인 사이트나 데비앙아트(DeviantArt), 텀블러(Tumblr)에 작품을 함께 올

리는 형태로 연재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 : https://tapas.io/)

< 타파스 미디어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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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웹 코믹스는 디지털 코믹스, 한국형 웹툰과는 또 다른 형태로 스크롤의 길이가 

짧은 만화인데, 풍자, 생활, 개그 장르는 한국의 웹툰과 유사한 편이며 아직 포털사이트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작가가 개인 홈페이지, 트위터와 같은 SNS에 비정기적으로 연재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시작은 무료로 업로드를 하지만 스토리가 매력적이어서 드라

마, 영화로 제작하길 원하는 제작사가 나타나면 파생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자료 : https://www.buzzfeed.com/kevintang/42-web-comics-you-need-to-read?utm_term=.xhdaAQYRN#.vs29KZ4JP)

<미국의 인기 웹 코믹스(Web c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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