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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 일본의 만화・웹툰시장 이슈

□ 최근 일본 만화업계 흐름은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화 업계의 대형 출판사들은 그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명백한 시장

의 변화에 따라 전자만화와 만화의 웹 진출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 (코단샤의 6개 잡지 통합 서비스) 코단샤는 ‘영 매거진’, ‘모닝’, ‘애프터 눈’ 등 

주간소년 매거진을 제외한 잡지를 월 720엔 정액제로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다. 

경쟁사인 소년점프(집영사) 등 보통 잡지 가격인 250엔 ~ 400엔에 비해 한 권

당 51엔 꼴로 볼 수 있는 수준이다.

< 코단샤의 잡지 통합 서비스 >

(자료 : https://www.huffingtonpost.jp/2018/02/28/comic-days_a_2337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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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전 만화 시스템) 소년 매거진은 기존에는 직접 만화 출판사 본사에 찾아가 투

고하던 것에서 벗어나 별도의 투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바로 편집

부의 의견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 도전 만화 시스템 >

(자료 : https://debut.shonenmagazine.com/)

  ○ (본격적으로 개편된 ‘소년 점프 루키’) 집영사(슈에이사)의 주간 소년 점프 편집

부가 운영하는 만화 게시물 공유 서비스인 ‘소년 점프 루키’는 웹 브라우저를 통

해 누구든 만화를 게시하고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8년 이름과 로고를 변

경하여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앱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

을 연재할 수 있으며, 작품 게재를 통해 발생한 광고 수익은 모두 투고자에게 돌

아가게 된다. 또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은 ‘주간 소년 점프’ 및 ‘소년 점프 플러

스’ 등에 게재된다.

< 소년 점프 루키 >

(자료 : https://rookie.shonenju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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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웹툰’ 형태의 도입) 기존에는 흑백 만화의 형태를 그대로 옮긴 형식이 

주를 이뤘으나, 한국의 ‘웹툰’ 형식의 ‘세로 형식의 컬러 만화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GANMA!’는 COMICSMART INC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2016년 3월에 출

시되었으며, 1년만에 큰 성장률을 보이며, ‘코미코’, ‘픽코마’와 겨루며 높은 이용

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코미코는 NHN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이자 일본법인인 NHN 

comico Corporation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한 손으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세

로 형식’을 홍보하고 있다.

< GANMA! >

(자료 : 애플 앱스토어 인용)

< 코미코 >

(자료 :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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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 2017년 만화시장 분석

□ 일본 전국출판협회가 발표한 2017년 만화시장 통계에 따르면 전체 만화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4,330억 엔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종이책은 2,583억 엔, 

전자책은 1,747억 엔으로 나타났다.

< 일본 만화시장 추이(2014-2017) >
(단위 : 억 엔,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전년 
대비(%)

합계 4,456 4,437 4,454 4,330 -2.8

종
이

소계 3,569 3,268 2,963 2,583 -12.8
단행본 2,256 2,102 1,947 1,666 -14.4
만화
잡지 1,313 1,166 1,016 917 -9.7

전
자

소계 887 1,169 1,491 1,747 17.2
단행본 882 1,149 1,460 1,711 17.2
만화
잡지 5 20 31 36 16.1

(자료 : 일본 전국출판협회(https://www.ajpea.or.jp/), 2018.02)

  ○ (종이책 시장) 16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종이책 분야의 불

황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2.8% 가 감소한 2,583억 엔을 

기록하였다. 독자층이 전자서적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측면과 함께 시장을 지탱

하던 인기작들이 잇따라 완결한 것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 (전자책 시장) 전자책 시장은 전년 대비 17.2% 증가한 1,747억 엔을 기록하였

다. 무료나 할인 등의 이벤트를 통해 완결된 과거 작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

고 있으며, 에로나 BL 등 원래 전자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장르에서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들이 포화상태이며, 

불법 해적판 사이트의 문제 등으로 성장세는 전년 대비 둔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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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2017년 만화 단행본 연간 랭킹 Top 10

□ (2017년 만화 단행본 연간 랭킹) 2017년 만화 단행본 연간 판매량 순위에서 1위

는 오다 에이치로의 ‘One Piece 84'가 272만권으로 1위, 2위는 ’진격의 거인 22

‘가 164만권, 3위는 ’헌터×헌터 34‘가 125만권의 판매량을 보였다.

< 2017년 일본 만화 단행본 연간 랭킹 TOP 10 >
※ 2017년 1월 ~ 2017년 11월 12일 까지 추정통계 기반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누계부수(권)

1 One Piece 84 오다 에이치로 집영사(集英社) 2,728,474

2 진격의 거인 22 이사야마 하지메 고단샤(講談社) 1,648,117

3 헌터×헌터 34 기시모토 사이시 집영사(集英社) 1,256,602

4 도쿄구울 : re 10 이시다 수이 집영사(集英社) 919,200

5 하이큐!! 25 고가하루 이치 집영사(集英社) 868,663

6 킹덤 45 하라 야스히사 집영사(集英社) 825,177

7 은수저(Silver Spoon) 14 아라카와 히로무 소학관(小学館) 816,967

8 원펀맨 13 무라타 유스케 집영사(集英社) 786,089

9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12 호리코시 코헤이 집영사(集英社) 741,968

10 3월의 라이온 13 우미노 치카 하쿠센샤(白泉社) 721,477
(자료 : 닛케이엔터테인먼트 2018년 1월호)

< 단행본 만화 이미지 >

One Piece 84 진격의 거인 22 헌터×헌터 34 도쿄구울 : re 10

(자료 : 일본 아마존 닷컴(https://www.amazon.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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