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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 폐쇄와 풍선효과 & 2018년 웹툰산업의 하반기 전망

웹툰풍향계

강태진 (웹툰가이드 대표)

불법 웹툰복제사이트 제재 이후 작품증가와 타 불법사이트 유입증가 

<밤토끼>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불과 10개월 만에 네이버웹툰과 비슷

한 규모의 트래픽을 보이더니 그 이후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국내 웹툰 시장을 잠식하였다. 

다행히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밤토끼>는 2018년 5월 중순을 기점으로 완전 폐쇄에 들어갔다. 

불법복제 밤토끼 사이트의 차단으로 인한 효과는 실질적인  불법복제 트래픽의 감소로 이어졌다.  6월 불법

복제 사이트 트래픽 총합은 4월 대비 46%까지 떨어졌다.

그림. 불법복제 사이트 트래픽 변화 추이 (불법복제사이트 vs 네이버트래픽)

 지난 2018년 5월 웹툰 산업계는 지난 1년 넘게 지속되어 온 숙원을 하나 해결했다. 바로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밤토끼>를 검거한 것이다.  밤토끼 검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부산

지방경찰청, 그리고 웹툰산업계가 힘을 모아 적극적인 대응에 힘을 쏟은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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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풍향계

구분 4월 5월 6월
불법복제 사이트 

트래픽 총합 1,406,694,502  1,142,344,652  656,344,045 

밤토끼 1,002,657,172  619,564,240  3,098,415 
H 사이트  40,001,784  167,951,314  306,007,670 764% ↑
A 사이트  30,322,404  114,508,351  231,268,866 762% ↑

그 외  333,713,142  240,320,747  115,969,094 

표. 밤토끼 차단 이후 트래픽 변화 (풍선효과 H & A 사이트 트래픽)

그림. 지난 12개월간 웹툰 신규 작품 제작 추이

이는 웹툰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작품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월 밤토

끼 검거 이후 작품 생산량은 5월 225편, 6월 172편으로 100편 전후의 실적을 내던 지난 7개월 대비, 약 

30%~70% 가까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풍선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 <밤토끼> 차단 이후 전체 불법사이트 트래픽은 줄어들었으나 2,3

위를 차지하던 H사이트와 A사이트의 경우 1.5개월 만에 760%이상의 트래픽 증가를 기록하며 다시 양대 

대체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 2개 사이트의 경우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사이트 차단을 피해가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차단, 그리고 수사와 사법 처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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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 폐쇄와 풍선효과 & 2018년 웹툰산업의 하반기 전망

웹툰플랫폼의 자구책 또는 몸부림

전체 불법복제 시장의 93%를 차지하던 <밤토끼>를 차단하여 잠시 숨통을 틔운 웹툰 산업계는 2018년 하반

기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트래픽 PV1)의 62%를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는 ‘베스트 도전’을 통해서만 정식 연재를 진행하던 기

존의 관행을 과감하게 벗어던졌다.  기존 기성작가들의 작품을 모집하는가 하면, 국내 상위 에이전시 7곳

의 작품 3개씩 총 21개 작품을 지난 5월부터 차례대로 투입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의 작품 수는 지난 5월 초 

155개에서 현재 180개 선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존 1~2위작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네이버 트래픽의 상승

을 견인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해 5월 분사 이후 지난 6월까지 총 2,300억 원의 출자를 진행해오고 

있다. 국내 작품 제작 및 운영과 해외 라인웹툰(LINE WEBTOON)의 공격적인 확산을 위한 투자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지>는 소설-웹툰-드라마로 이어지는 새로운 수익모델의 실험을 마치고 실질적인 수익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디앤씨미디어와의 투자관계를 통한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지

>의 캐쉬카우인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웹툰 제작, 그리고 드라마와 영화 제작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 창출의 

1) Pag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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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번 6월과 7월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tVN의 ‘김비서가 왜그럴까’는 전

국 최고 시청률 10.6%를 기록하며 웹툰 원작 드라마의 새로운 시청률 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지>는 최근 일본의 디지털코믹스 서비스인 ‘픽코마’의 성공과 함께 한국에서 검증된 이런 수직화된 트랜스

미디어 전개 방식을 일본에도 적용하기 위해 스트리밍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웹툰 전문플랫폼들의 행보 또한 변화가 일고 있다. 레진코믹스는 지난 7월 12일 한희성 대표의 공식 사

과문을 통해 작가연대와의 합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존 작가에 대한 소송취하, 지체상금의 반환 등 이슈

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를 통해 지난 잘못을 반성하였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발을 내디뎠다. 

<탑툰>은 종합 플랫폼으로 나아가려던 기존의 방향성을 정리하여 고품질 남성향 성인웹툰에 집중하는 전략

으로 완전히 선회하였다. 탑툰의 성인물 비중은 지난해 대비 2%가량 상승한 67.6%, 총 82개 작품을 연재하

고 있다.  작품 수는 작년 대비 줄어들었으나, 작품의 퀼리티는 이전에 비해 훨씬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들의 구조조정

또한 웹툰 플랫폼들의 사업 축소 및 종료, M&A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KT가 투니드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케이툰(www.myktoon.com)의 경우 최근 6월 KT의 일방적인 비용 절감 정책으로 인해 작

가들과의 분쟁이 있었다.  

향후 KT의 사업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NHN엔터테인먼트2)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웹툰 

플랫폼인 <코미코 코리아>의 경우 사업권을 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3)으로 양도하였다. 수익성 부진으로 인

한 사업정리로 보인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업 정리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플랫폼도 추가로 3개 

정도가 더 있어 하반기 웹툰 업계의 지형도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계열 플랫폼들의 공격적인 해외진출과 웹툰 전문플랫폼들의 내실다지기가 진행될 2018년 하반기는 

웹툰 플랫폼들에게는 힘들지만 실속있는 변화가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웹툰풍향계

2) 네이버에서 물적분할한 콘텐츠 기업, LINE, PAYCO, NHN PlayArt와 같은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본사와 주 거점은 일본에 위치
하고 있다.
3) 웹소설/웹툰 브랜드 레이블로 ‘저스툰’을, 도서에 대해서는 위즈덤하우스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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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일본

“망가무라 (漫画村)”로 보는 일본 해적판 사이트의 현주소
유수경(해외객원연구원, 교토국제망가뮤지엄연구원)

2018년 2월, 일본만화가협회는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 불법 업로드 된 만화나 애니메

이션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해적판 사이트에 대

한 입장을 밝혔다. 발표된 성명은 SNS등을 통해 확산

되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논란의 중심

에 있던 사이트가 바로 <망가무라> (漫画村; 만화마

을) 이다.

 망가무라는 2017년 하반기 6개월간의 총 접속수가 6

억 건을 넘을 정도로, 약 200~300개로 추산되는 일본

의 해적판 사이트 중에서도 단연 최대 규모라 할 수 있

는 사이트이다. 2016년 오픈한 이래로 5만여 점의 만화

가 무단으로 공개되어, 만화업계에 끼친 피해 총액만 약 

3000억 엔으로 추측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되어 운영

자가 처벌받은 다른 유사 사이트들과는 달리, 망가무라

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없어지지 않고 이어

져 온 것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가무라의 관리인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본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직접 불법자료를 제작

해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이미 게시되어 있

는 자료를 모아 ‘인용’한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주

장을 펼치기도 했다.

 결국 만화가협회의 성명을 계기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회 문제로 떠

오르자, 일본 정부와 지적재산전략본부, 범죄대책각료

회의가 긴급제언으로 <망가무라>를 포함한 3개의 사이

트를 지정해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유저

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로 2018년 4월, NTT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그

룹은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블로킹 (차단)을 실시한다

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와 비밀보호, 검열금지 등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한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은 현재도 끊이

지 않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 있던 <망가무라> 사이트 자체는 4월 중

순부터 모습을 감추었지만, 완전한 폐쇄가 아닐 수도 있

다는 점과 운영자를 아직 찾지 못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유사한 사이트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에서 완전한 해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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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A
특집

Qusetion 인터뷰어-만화정책연구소

Answer 인터뷰이-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의 실현이라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출범 후 산재보험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사회보장과 창

작준비금, 예술인 파견지원 등 창작 및 직업역량강화 그리고 예술인 신문고, 표준계약서 보급 등 불공

정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만화가들도 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과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재단 홍보실에 서면으로 질

문을 보내 답을 받았다. 좀 더 많은 만화가들이 예술인복지를 이용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 

재단의 주요사업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의 사업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1. 예술환경 개선(불공정관행 개선) 사업 

- 예술인 신문고 운영 

예술활동하면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

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종합지원시스

템입니다. 불공정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 분쟁조정과 피해 구제,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예술 현장의 무계약, 구두 계약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

을 개선하고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인을 대상으로 개인 심리상담과 검사비용을 지원하

고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일반 근로자와 달리 예술 활동 중 재해 위험에 놓여 있

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예술인의 등급별 산재보험료를 50% ~ 90% 지원

하고 가입대행 등 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고용보험 / 국민연금)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체결

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및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

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해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만화가와 예술인복지법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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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창작역량강화 사업

- 창작준비금 지원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

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

호하고, 수입이 없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실

질적으로 지원하는 재단의 대표 사업.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평생 예술에 헌신해 온 원로예술인들을 제대로 대우한 

뜻 깊은 사업입니다. 예술 활동 지속에 대한 욕구가 높

지만 상대적으로 창작활동의 기회가 적은 만 70세 이상

의 원로예술인이 예술 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 예술인 의료비 지원

중증 질명과 과도한 치료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출’ 상

황으로 고통 받는 예술인에게 의료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직적인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중증질

환자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수준이 중위소

득 80% 이하 예술인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 대신 예술경력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특약조항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직업역량강화 사업 

-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이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예

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예

술인 파견지원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

업, 기관, 지역과 예술인을 연결하고 적극 지원한 결과, 

예술인의 활동 영역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성과도 이루

어 냈습니다. 

- 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

시간제 맞춤형 돌봄(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예술인에게

는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이용 유아와 아동에게는 쾌

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돌봄 서비스, 안정적 보육 

서비스,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연령 통합 보육으로 

긍정적 사회성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대학로에 개소한 ‘

반디돌봄센터’와 2017년 3월에 망원동에 개소한 예술

인자녀돌봄센터(예봄센터)가 운영중입니다. 시간당 500

원이라는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춤

형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예술인들로부터 많은 지지

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만화분야는 뒤늦게 업종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화가들이 재단에 가입하고 지원을 받 

기 위해서는 ‘예술가 가입증명’을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회원 가입과 예술인 가

입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만화가의 경우 연재기

간, 매체 등을 증명하면 되는데 연재경력이 없는 

어시스트(문하생, 대학 갓 졸업한 사람)의 경우 

가입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것인가요? 

A 어시스트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

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기술지원 인력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기

간 동안 참여)의 경우나,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의 만

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

적이 있다면, 예술활동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적인 직업 활동이 없는 문하생, 대학졸업생의 경우 예술

활동증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 등을 체결하지 않고 활동하신 경우라면, 

참여 확인서 등의 최소한의 공신력 있는 서류 등을 발

급받아 준비해주시고, 작품 활동 과정의 사진 등을 보

조적으로 첨부하시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심의위원들

께서 제출하신 자료의 객관성, 공신력 등을 판단하시어 

심의를 해주실 수 있으나 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부족하다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시더라도 미완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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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에 또한 ‘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

은 수입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 원 이상’이라는 조항이 좀 이해하기 어려

운데, 1년 임금 최소 12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가입이 되는 것인가요? 반대로 현재 수입이 매우 

많은(작가의 수익이 때에 따라 다르므로) 작가의 

경우도 가입은 되는 것인가요?

A 수입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

을 총 합산하여 최소 120만원일 경우부터 예술활동증

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 수입으로 증명할 때 수

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입금내역 및 예술활

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주시면 가능합니

다. 그리고 수입이 매우 높은 작가의 경우라도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합니다. 

한편,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개인의 예술활동을 자료로 

입증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본인이 완성하신 

원고상태의(파일형태) 작품을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공식적인 활동으로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따

라서 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계약서, 본명으로 된 출

품자료 사진 등을 준비하셔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예술인 자격증명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1. 예술활동증명 방법 확인 및 자료 준비

3가지 방법 중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1가지를 선택해 기준 확인 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방법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 분야, 직군별 기준 확인)

방법2 예술활동 수입

방법3
기준 외 활동 경우
(위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 가능. 지금까지의 예술활동 기재)

2. 신청 및 접수 확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온라인 신청

이 가능하며, 접수 시에 ‘신청완료’ 문자와 이메일이 전

송됩니다.

3. 심의위원회 검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

을 검토, 결정하게 됩니다.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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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확인

약 3~4주 후 문자, 이메일로 결과가 공지됩니다.

5.갱신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에도 직업 예술가로 활동을 지속

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예술

활동증명 갱신 절차를 밟아주면 됩니다(방법 및 준비 

자료는 최초 신청과 동일). 또한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

법에 따른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3개

월 전부터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연한이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합니다. 자격증

명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년 수 계산 방식 등). 

A 우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연재 실적 등)으로 

신청하여 완료 되는 경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기준기

간이 최근 5년 이면, 유효기간도 5년으로 산정/ 예술분

야 및 역할에 따라 상이 ‘연극의 경우 3년’).  수입으로 

신청 시 최근 1년간의 누적수입(120만 원 이상) 기준을 

충족하여 완료되시면 1년의 유효기간이 정해지고, 최근 

3년간의 누적수입(360만원 이상) 기준을 충족하여 완

료되시면 3년의 유효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문화공간, 리조트 등 할인혜택을 주는 모바일 카

드 ‘예술인 패스’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A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에 한해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드 발급은 신청 접수 후 검토 과정

을 거쳐, 월 2회 해당일 에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시, 예술인패스카드 신청여부에 ‘예’

를 체크할 경우,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완료’확정시, 

예술인패스카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카드 발급 일

에 자동 발급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후 카드 발급까

지 최소 4주 소요되며, 기타 발급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 발급까지 최대 3주 소요됩니다. 

창작지원금은 1인 가구 1년 수입이 15,048,945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고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

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화가의 경우 저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으면 되나요?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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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모든 재단 사업 지원의 기본

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만화가의 경우 신청하시면 

심사 후 지원해 드립니다.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대행하고, 보험료를 50%~90% 지원한다고 하는

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

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지원금액 : 보험료 50% 지원 (본인부담금 9,850원

~35,480원) * 실연예술인의 보험료 지원 금액

- 신규가입자 : 90% 지원 (본인부담금 1,980원. 1등

급 선택 시 6개월간)

· 1등급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신규가입자에게 첫 6개

Q 

월 동안의 월 보험료 90% 지원,(본인부담금 1,980원), 

이후 50% 지원(본인부담금 9,850)

- 지원방법 :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 후 납부보험료 환

급지원

· 홀수 달 2개월 치 보험료 지원금 통장 입금

예) 1월, 2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3월 말 보험료 

환급 지원

· 1등급 가입자 보험료 90%지원은 가입자 별 1회에 한

함

그 외에 예술인의 노후와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50%를 환

급·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

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화가의 경우, 

어시스트로 계약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

기업에 소속되기 어렵습니다)

Q 

종 류 사 례 내 용

요양급여
“방송과 연극 무대에 활동하는 배우입니다. 드라마 촬영 
도중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산재로 승인 될 경우 지급
- 진찰부터 치료와 입원, 수술 등의 비용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 

휴업급여
“저는 산재보험을 가입한 방송인입니다. 녹화 중 발목을 다
쳐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요?”

- 산재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4일 이상)에 생활 보호를 
위해 기준 보수액의 70%가 일할 계산되어 지급
- 부상이나 질병으로 예술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근로
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

장해급여

“사극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한 후 영화 촬영 도중 낙마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보험 덕분에 요양 치료를 받았습니
다만, 사고 후유증으로 양쪽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떨어졌습
니다. 이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장해 등급 심사 후 최고 1등급에서 최저 14등급까지 차
등 지급
- 장해 상태에 직면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

간병급여
“요양 후에도 증상이 고정되어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
해 자택에서 병간호를 받고 있습니다. 간병급여도 추가로 받
을 수 있나요?”

- 요양급여를 받은 환자가 자기 힘으로 병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치의사의 진단에 따라 간병을 신청하면 지급

예술인 산재보험 주요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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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보험의 경우 현재는 근로자로 소속되어야 혜택

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예술인 산재보험

- 예술인 산재보험 주요혜택 : 12페이지 표 참고

- 가입조건 : 가입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

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해 하나 이

상의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해야 가능

- 보상조건 : 산재보험 가입 후 직업 예술활동 중에 발

생한 부상에 대해 산재보험 급여 청구 가능  

- 가입방식 : 예술인 산재보험은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

이 본인의 자유의사 따라 가입하는 임의 가입 방식

 <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 

- 예술인의 산재보험 사무대행 

·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대행(가입관련 상담, 가입대행 

등) 

· 가입정보, 보험료 변경 및 해지신청 대행 

· 산재청구 방법 안내 및 각종 민원상담  

- 보험료 50%~90% 지원 

· 1등급 가입자 경우 6개월 간 납부보험료 90% 지원, 

이후 납부보험료 50% 지원

· 2등급~12등급 가입자 경우 납부보험료 50%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는 소득이 불규칙한 예술인의 

상황을 감안해, 예술인 스스로 부담하게 될 산재보험료

를 직접 선택하도록 구간을 정한 것일 뿐 실제소득과는 

무관  , 예술인복지재단을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보험료 지원 가능

       

 <가입서류와 신청방법>

- 가입서류 : 신청서, 예술활동 관련 계약서

(신청시점 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서),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이메일(insure@kawf.kr) 또는 온라인 

신청(경력정보시스템 산재보험 가입페이지, 8월중 오픈)

- 문의 : 02-3668-0200, 0268

2.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예술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프

리랜서 예술인포함, 근로계약 체결여부 상관없음)이 계

약기간 납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국민연금, 고용보험 납부 보험료 50% 환

급지원 

- 지원기간 : ‘17년 10월~’18년 9월 기간 납부 보험료

- 지원금 : 국민연금 40,950원(1개월 기준 지원금 상

한액)  

- 문의 : 02-3668-0200, 0261

http://www.kawf.kr/social/sub08.do 

등급
창작 예술인

(작가, 소설가 등) 기준보수액
(1개월 기준)

월보험료 (원)

1등급 14,560 1,714,050

2등급 18,860 2,218,800

3등급 22,040 2,593,170

4등급 25,420 2,990,670

5등급 28,790 3,388,140

6등급 32,170 3,785,640

7등급 35,550 4,183,140

8등급 38,930 4,580,610

9등급 42,310 4,978,110

10등급 45,690 5,375,610

11등급 49,070 5,773,080

12등급 52,450 6,170,580

<2018년 예술인 산재보험 등급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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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만화축제의 장으로 이끄는 힘
김현지 (만화산학분과연구원, SICAF기획운영팀장) 

국내 만화 축제에 참여하는 관람객의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부천만화축제의 경

우 2015년 유료관람객이 23만 여 명을 넘긴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서울국제만화애

니메이션페스티벌 또한 1995년 이후 10년 이상을 한국 만화 애니메이션 축제를 이끌어 

왔지만 현재는 그 위용이 예전만 못하다. 만화산업의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국내 만화축제 참여자가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가

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세상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도 한 몫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만화와 애니

메이션을 소비하는 방법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을 정식 TV채널이 아닌 유

튜브로, 만화는 책이 아닌 웹툰 연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감상한다. 굳이 함께 보는 

TV를 통하지 않더라도, 극장이나 만화카페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피하면서, 보고 싶

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스마트기기로 감상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상한 콘텐츠에 실시간 댓글을 올리거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하며, 좋아하

는 콘텐츠를 재생산하기도 한다. 이들을 C세대(Generation C)라고 부른다. 어떤 학자

는 C세대를 태어난 날에 따라 정의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어떤 성격, 가치, 라이프스

타일 등 유사한 마음상태를 공유하는 개인의 집단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C세대의 공

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본 것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며(Connection), 직접 콘

텐츠를 창조하고(Creation),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Com-

munity), 그들이 필요한 콘텐츠를 선별하거나 재구성(Curation)한다. 이미 가상의 공간 

SNS(Social network system)에서 소통하고 소비하며, 새롭게 창조까지 하고 있는 C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의 특정한 공간으로 불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현실세계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된 과제이다. 유튜브를 

포함한 SNS에 익숙한 세대를 특정한 공간에 모이게 하고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앞으로 

축제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숙제라고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만화축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작년 8월 서울에서 열린 서울 코믹콘에서 일부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2017년 처음 개

최된 서울 코믹콘은 국내의 만화축제와는 예산규모나 성격 다르므로 똑같은 잣대로 두

고 비교는 힘들지만, 그러나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행사에서 4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을 모았던 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서울 코믹콘이 개최목적과 

주제가 분명했고 그 주제에 맞는 콘텐츠를 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충분한 행사 준비기

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짐작해 본다.    

오는 8월23일부터 26일까지 펼쳐지는 SICAF2018도 남다른 준비로 승부수를 던진다. 

‘LIFE’를 테마로 펼쳐지는 SICAF2018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만화전시

와 이벤트를 개최하며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100여 편의 애니메

이션 상영회와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프로그램 간 공간의 접근성을 높여 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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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만화 행사와 애니메이션 상영, 부대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하며 두 배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특히 DDP에서 만날 수 있는 만

화전시는 새록새록 다시보기, 두근두근 지금보기, 야금야금 미리보기, 옹기종기 함께 보

기 등 소주제를 선정, SICAF2017코믹어워드 <신일숙 작가전>과 <신동헌 감독 특별전> 

부터 최근 인기 있는 웹툰 남자캐릭터를 모아 전시하는 ‘종이남친 (가칭)’ 외에 많은 전

시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뮤지컬 공연

까지 준비되어 있고 기업부스도 마련하여 기업들에게도 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는 문화를 상징하는 소통의 장이다. 만화축제는 만화와 관련한 모든 사람과 기업, 

혹은 만화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만

나는 즐겁고 재미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

야 한다. 이것은 어느 한쪽에서만 정성

을 들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

닐 것이다. 올해 시카프2018은 각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관람객 뿐 만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사장에서 만

나 즐기며 소통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

으며, 결과는 함께 즐긴 후 판단해 주기

를 바라는 마음이다. 

<sIcAF2018 공식포스터>
 

SICAF2017의 애니메이션 부분 장편 그

랑프리 수상작 〈릴리즈 프롬 헤븐〉의 감

독 알리 누리 오스코우에이(Ali Noori 

Oskouei)가 제작, 우리에게 풍부한 자

원과 물을 제공해주고 삶의 터전이 되

어준 지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시카프를 대표하

는 캐릭터 범이, 땡이와 선인장, 외계 생

물체, 로봇이 힘을 모아 절벽으로 떨어

지려는 지구를 구해내고자 노력하는 모

습이 표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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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프랑스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이미지센터 최근 전시들, 
- <68년 5월 : 포석과 칸 아래>, <고시니 (Goscinny)와 영화, 아스테릭스와 럭키 루크, 그 외> 

윤보경(해외객원연구원, 만화연구자)

 2018년 하반기를 맞아 앙굴렘 국제만화이미지센터 (La cite internationale de la bande dessinee et de 
l'image)에서 준비한 전시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68년 5월 : 포석과 칸 아래 (Mai 68 : sous les 
pavés les cases)>와 <고시니와 영화, 아스테릭스와 럭키 루크, 그 외 (Goscinny et le cinéma, astérix, lucky 
luke et cie)>를 소개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전시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5월의 68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68년 5월 : 포석과 칸 아

래>로 지난 5월 외부에 공개되었다. 현대 프랑스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 운동으로 평가되는 68

혁명은 프랑스 제 5공화국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정부의 실정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저항 운동과 

총파업 투쟁이었다. 대학 행정부와 경찰에 대한 학생 봉기로 시작되었으나 이후에는 파리 전 노동자의 대다

수가 함께 투쟁하여, 그 규모가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혁명으로 발전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혁명이었

으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종교, 애국주의, 권위 등 과거 보수적인 가치들이 현대 프랑스에서 추구

하는 가치들인 평등, 인권, 성해방, 공동체주의 등으로 대체되었다. 과거의 불합리에 저항하며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세운 운동으로 평가된다. 

68혁명의 영향은 만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부터 조

금씩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더 거세졌다. 만화는 어린이

를 대상으로 교육적, 유희적인 목적을 갖는다는 오래된 편

견에 의문이 쏟아졌다. 미디어로서의 만화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그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시도가 뒤를 이었다. <68

년 5월 : 포석과 칸 아래> 전시에서는 68혁명이 만화의 정

체성과 역할에 대해 던진 질문이 어떻게 작가들과 독자들 

사이에서 공론화되고 오랜 편견을 넘어 주된 표현 방식으

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선보인다. 

  전시는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68혁명 직후에 그

려진 작품 - 주로 간단한 카툰, 시사만화 - 등을 소개하

며, 혁명의 전개 양상과 사회 분위기에 대해 분석한 것

이 첫 번째 부분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혁명의 분위기

가 다 소진되고 난 이후 전설로 남은 사회적 운동이 어떻

게 만화에서 묘사되고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이

번 전시는 데니스 보다(Denis Bodart), 장 필립 브라망티

(Jean-Philippe Bramanti), 폴 코우에 (Paul Cauuet), 세
바스티앙 바쌍 (Sébastien Vassant) 등의 오리지널 원고

와 필로트(Pilote), 하라키리(Hara-Kiri Hebdo) 등, 68혁

<68년 5월 : 포석과 칸 아래> 전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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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이미지센터 최근 전시들, 
- <68년 5월 : 포석과 칸 아래>, <고시니 (Goscinny)와 영화, 아스테릭스와 럭키 루크, 그 외> 

명의 사회적 분위기가 잘 드러났던 잡지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장 조레 재단(Fondation Jean Jaurès)의 사진 등, 80점 이상의 만화 

페이지, 책, 잡지, 사진, 문서 등으로 채워졌으며, 만화 이론가, 비평

가인 티에리 그로엔스틴(Thierry Groensteen)이 전시의 총 감독

을 맡았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전시는 르네 고시니 사후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앙굴렘 국제만화이미지센터와 시네마

테크 프랑세즈, 르네 고시니(René Goscinny) 재단의 협업으로 마련된 <고시니와 영화, 아스테릭스와 럭키 

루크, 그 외>이다. 르네 고시니는 프랑스의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로, 알베르 우테르조(Albert Uderzo)와 함

께 작업한 <아스테릭스(Astérix)>, 모리스(Morris)와 함께 작업한 <럭키 루크(Lucky Luke)>, 장 자크 상페

(Jean-Jacques Sempé)와 함께 작업한 <꼬마 니콜라(Le Petit Nicholas)>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작

가 사후에도 그의 작품들은 다양한 영화로 제작되고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가 창작한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영화 속 캐릭터로 계속 성장해왔다. 만화 작가이자 친구였던 고틀립(Gotlib)이 고시니에게 ‘

프랑스의 월트 디즈니’라는 별명을 붙여줄 만큼,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그의 재능은 천재적이었다. 조예 깊은 

영화 애호가로서 미국과 유럽의 클래식 영화 작품들에 몰두하였던 고시니는 그의 작품들을 통해 그 전까지 

없었던 다양한 미디어(만화-영화)를 통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 

  전시는 그의 창작 기반이 되었던 참고 작품들과 이후 다양하게 펼쳐진 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의 시나리오가 만화로, 또한 만화가 영화로 재탄생하며 파생된 여러 이미지들과 문서, 사진, 영상, 참고 자

료, 포스터 등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천재적인 재능으로 프랑스 만화와 영화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준 고시니는 그의 사후에도 작품과 캐릭터, 

또한 <고시니와 영화, 아스테릭스와 럭키 루크, 그 외>와 같은 전시로 계속 회자되고 있다. 그는 “마치 영화

를 위한 시나리오를 쓰는 것처럼 만화 시나리오를 써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가 영화와 만화에 갖는 무한한 

애정과 미디어의 성격을 뛰어넘으려는 그의 이야기꾼으로서의 사명과 작품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총 감독, 티에리 그로엔스틴이 관람객 앞에서 전시를 소개하고 있다.

<고시니와 영화, 아스테릭스와 럭키 루크, 그 외> 전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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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 남부의 나니와구(浪速

区)에는 오사카시를 대표하는 관

광지의 하나인 츠텐가쿠(通天閣)

가 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건물’이라는 뜻으로 1912년 건설 

당시 동양 최고인 75m 높이로 지어

진 철골조 탑이다. 츠텐가쿠는 전망

대 주변에 조성된 ‘루나파크’라는 

이름의 유원지와 함께 관광 명소로 

등신대 피규어

사랑 받았다. 1943년 화재로 손상

되어 해체된 후 1956년 다시 완성

되어 오늘에 이른다. 한 때는 일본

을 대표하는 명소로 인기를 얻었지

만 이후 세워진 많은 고층빌딩과 전

망대에 밀려 입장객이 격감한다. 그

러나 츠텐가쿠를 무대로 하는 TV 

방송의 인기와 오사카의 옛 정취가 

남아 있는 거리 풍경이 젊은 관광객

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 지하철역에

서 내려 츠텐가쿠까지 이르는 길이 

일본의 청결함과는 거리가 있고 츠

텐가쿠 내부 역시 낡은 느낌을 지

울 수 없지만 오사카 특유의 재치

와 유머가 있는 곳이다.  2012년에

는 츠텐가쿠 100주년을 맞아 오사

카 출신 만화가들인 유데 타마고(ゆ

てだまご)의 작품 <근육맨(キン肉

マン)>을 중심으로 한 ‘근육맨 뮤

지엄(근육맨 프로젝트 아카이브 코

너)’이 오픈했다. 삶은 계란이라는 

뜻의 유데 타마고는 초등학교 동창

인 시마다 타카시(嶋田隆司)와 나

카이 요시노리(中井義則) 두 사람

의 필명이다. 두 사람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인 <근육맨>은 《주간 소년점

프》(週刊少年ジャンプ)에 1979년 

5월부터 1987년 5월까지 연재된 

인기 만화이다. 이 작품은 프로레

슬링을 바탕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근육맨 근육 스구루의 활약을 

그린다. 잡지 연재 이후 TV 애니메

이션으로 제작되었고 1998년에는 

《주간 플레이보이》(週刊プレイボ

ーイ)에 <근육맨 Ⅱ세>(キン肉マン

II世)가 연재되었다. 2011년부터는 

슈에이샤의 웹코믹 서비스를 통해 

연재중이다. 1979년 첫 연재 이후 

세대를 초월한 인기를 얻고 있는 작

품이다. 근육맨 뮤지엄은 유년기를 

오사카에서 보낸 시마다 타카시와 

나카이 요시노리 두 사람이 고향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100주년 기념 

캐릭터로 기용된 근육맨을 통해 ‘

신세카이 100주년 근육맨 프로젝

트’에 참가한 것이 계기였다. 2015

년까지 기간 한정으로 근육맨을 활

용한 다양한 거리 활성화 기획과 이

벤트가 있었고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물과 기록물을 모은 것이 바로 

근육맨 뮤지엄이다. 근육맨 프로젝

트 당시 두 작가의 활약을 모은 사

진과 츠텐가쿠에 대한 작가들의 추

억,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진 오리

지널 캐릭터, <근육맨>의 복제원화

(複製原画, 원작자의 감독 하에 원

화와 똑같이 재현된 작품), 작품 속

에 츠텐가쿠가 등장한 장면 등을 전

시하고 있다. 츠텐가쿠에 입장한 후

에 이용할 수 있어 독립된 시설은 

아니지만 인기 만화 캐릭터를 활용

한 거리 활성화 기획을 살펴 볼 수 

있다.  

- 근육맨 뮤지엄

김소원 (국제교류분과연구원, 만화 연구가)

일본의 만화 문화 시설을 찾아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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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맨 뮤지엄(キン肉マンミュージアム)

홈페이지 https://www.tsutenkaku.co.jp

주소 〒556-0002 大阪市浪速区恵美須東1-18-6 2F

관람료

※츠텐가쿠 전망대 입장요금
성인(고등학생 이상) – 700엔

중학생, 초등학생, 5세 이상 유아 - 400엔
20인 이상 단체 – 600엔
장애인 할인요금 - 500엔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9시 (입장은 오후 8시 30분 까지)

휴관일 연중무휴

일본의 만화 문화 시설을 찾아서 (10)

츠텐가쿠 2층 근육맨 프로젝트 아카이브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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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만화·웹툰 관련 기관 사업공고

(2018년 7월 22일 기준)

기관 및 
정보 출처

사업명 사업기간

웹툰인사이트

 NAVERBOOKS X 대원씨아이 
WEBTOON CONTEST

2018년 7월 17일(화) 
- 9월 30일(일)

다음웹툰 공모대전6
2018년 8월 13일(월) 

- 8월 16일(목)

제7회 미스터블루 웹툰 공모전
2018년 5월 16일(수) 

- 7월 31일(화) 24:00까지

제2회 등대해양문화 웹툰 공모전
2018년 4월 1일(일)

- 7월 31일(화)

제2회 저스툰 웹툰/웹소설 공모전
2018년 7월 9일(월)

- 9월 2일(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제3회 2018 과학 웹툰 공모전
2018년 7월 9일(월)

- 9월 2일(일)

조달청

불법 유통 만화 근절 
홍보 캠페인 위탁용역

2018년 8월 9일(목)10:00
- 8월 13일(월)11:00

2018 K-스토리ㆍ
웹툰 해외시장(북미) 진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2018년 7월 25일(수)10:00
- 7월 27일(금)11:00

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제17회대구 만화·캐릭터 공모전
2018년 7월 16일(월)

- 8월 3일(금)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원

2018 웹툰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작가모집 공고

2018년 6월 22일(금)
- 7월 27일(금) 18:00

충남
문화산업진흥원

없음 -

대전정보
문화산업진흥원

2018 만화웹툰분야 창작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2018년 7월 11일(수)
- 7월 25일(수) 17:00까지

2018 만화웹툰분야 아이디어 개발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2018년 7월 11일(수)
- 7월 25일(수)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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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원

연구원

만화콘텐츠융합분과(2)

이재훈 조선대 대학원

정배영 조선대 대학원

연구원

외국 객원연구원(1)

쉬위안 중국, 런민대 교수

난징체신대교수

우하오란 중국,

만화연구자

팡종웨이 중국,

연구원

외국 객원연구원(2)

유수경 일본

교토만화뮤지엄 연구원

윤보경 프랑스,

만화연구자

연구원

만화콘텐츠융합분과(1)

황중환 조선대 교수

김은혜 만화연구자

전북대 박사

선임연구원

연구원

지역웹툰산업분과

이진희 순천대 교수

장슬기 순천대 대학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국제교류분과

고경일 상명대 교수

김소원 만화연구자

선임연구원

연구원

만화콘텐츠산업분과

김   신 중부대 교수

백종성 중부대 겸임교수

선임연구원

연구원

만화정책연구소
(약자: 만정연, Korea Comics Policy Research Institute, KC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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