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 Web COMICS

대만의 만화, 웹툰

시장 이슈 및

시장동향

2018. 11월



- 1 -

Ⅰ [대만] 대만의 만화・웹툰시장 이슈

□ 대만 웹툰 시장에서도 한국 웹툰 작품 및 플랫폼의 활약은 계속된다. 한국의 웹툰 플랫폼인 코미

코, 탑툰은 대만에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코미코는 대만 내에서 작품 다운로드 

660만 건을 달성하며 ‘웹툰 플랫폼 1위’를 기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창작성을 갖춘 대만 작가들

이 자국 내에서 작품 연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으로 진출해서 작품을 연재하는 경우도 속속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작가 ‘아만(阿慢)’의 ‘백귀야행지(百鬼夜行誌)’가 있다.

  ○ (한국에 진출한 대만 작가 ‘아만(阿慢)’)  2015년 한국으로 진출한 대만 작가 아만(阿慢)의 

‘백귀야행지(百鬼夜行誌)’는 네이버 웹툰에서 목요 웹툰으로 연재되며 9.89점이라는 높은 평점

을 받고 있다. 빨간 도깨비를 화자로 무섭기도, 웃기기도 한 기이한 이야기가 진행된다. 초반엔 

재미있게 보지만 마무리는 예상치 못한 반전 소름으로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다. 

이처럼 한국의 웹툰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외국

의 재능있는 작가들이 시스템과 플랫폼이 안정화 된 한국으로 진출, 다양하고 신선한 작품을 연

재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아만의 ‘백귀야행지’ >

(자료 : https://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46358&no=1&weekday=thu)

  ○ (한국 작가의 대만 생활툰 ‘딩스뚱스’) 한국인 부부가 중국・대만에 정착하면서 겪는 생활을 웹툰

으로 그린 딩스뚱스가 다음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다. 중국・대만을 오가며 겪는 평범한 일상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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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이벤트까지, 이 곳에서의 리얼 라이프가 궁금하거나 여행을 앞둔 독자들이 현실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어 많이 찾는 작품이다. 한국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되던 기존의 생활 웹툰들이 주로 

한국에서의 일상을 보여줬다면, 딩스뚱스는 한국인 작가가 외국에서 겪는 모습을 그려 신선함과 

공감을 함께 선사한다.

< 딩스의 ‘딩스뚱스’ >

(자료 :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dings)

  ○ (대만에서 팬미팅 개최한 코미코) NHN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웹툰 플랫폼 ‘코미코(Comico)’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글로벌 웹툰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쳤다. 일본의 고리 작가와 토키토바 아이 

작가, 대만의 Blacky 작가, 한국의 이재이 작가, 태국의 Vicmon 작가 등 대만 코미코에서 Top 

5에 드는 인기 작가들과 150여명의 독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팬미팅에서는 ‘작품 심층 인터뷰’, 작가들의 ‘즉문즉답’, 즉석에서 캐릭터를 그려 선물하는 

‘라이브 페인팅’을 진행했으며 그 중에서도 일본 고리 작가의 작품 ‘키미노토타리’와 한국 이재

이 작가의 작품 ‘11년 후 우리는’이 대만에서 요일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으로 웹툰 팬들의 열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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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코 글로벌 웹툰 팬미팅 >

(자료 : https://news.joins.com/article/2166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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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만] 만화 및 웹툰 시장 분석

□ 중국・대만의 만화 및 웹툰 산업에서 여전히 한국의 작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국의 엄청난 

이용자 수와 급속히 발전하는 모바일 산업에 힘입어 만화・웹툰 산업도 급성장 중이다. 특히 중국

의 경우 성공한 국가의 플랫폼을 빠르게 학습하여 구축하는 데에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 웹툰에 견

줄만한 성장성을 보이는게 특징이다. '텐센트(ac.qq.com)'와 '웨이보(manhua.weibo. com)'의 웹툰 

플랫폼, 대표 만화 잡지사인 '만우(漫友)'에서 운영하는 '91ac.com'과 '자음만객(知音漫客)'이 운

영하는 mkzhan.com 등이 주요 플랫폼이다. 대만은 한국의 웹툰 플랫폼을 수입하여 서비스를 이어

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탑툰과 NHN엔터테인먼트의 코미코, 라인웹툰이 있다.

< 중국・대만 웹툰 서비스 가입자 수(2013-2017년)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입자 수 2257.6 2741.2 4014.6 7047.7 9725.3

전년대비 성장률 - 21.4% 46.5% 76.2% 37.5%

(자료 : ICv2(2014, 2015), PwC(2015), http://yonseisinology.org/archives/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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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만화・웹툰 시장) 2011년 이래로 중국・대만의 출판만화 시장 규모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종이로 출판된 만화보다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웹 상으로 만

화를 접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며, 웹툰 시장은 급격한 속도로 2011년 700만 달러에서 

2015년 6,200만 달러로 약 9배 가량 성장하였다.

  ○ (웹툰 이용자 수) 중국과 대만의 웹툰 이용자 수는 2013년 이후로 매 해 증가하며 최근 2년 

간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약 2258만 명의 웹툰 이용자가 2017년 기준 9725만 명

으로 4년 새에 3배 가량 늘어났으며,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중국・대만의 웹

툰 산업은 매 해 성장을 거두고 있다.

  ○ (대만 웹툰 산업 및 플랫폼 별 특징) 대만과 중국의 만화・웹툰 산업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분명하다. 중국은 한국의 웹툰 플랫폼을 참고하여 ‘텐센트(ac.qq.com)', '웨이보(manhua.weibo. 

com)', '91ac.com', ’mkzhan.com‘ 등 자체 웹툰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의 웹툰 서비스 모델

을 반영하였는데, 대만은 한국 웹툰 플랫폼 자체를 수입하여 제공 중이다.

< 대만 웹툰 플랫폼 별 특징 >

사이트명 서비스형태 특징

탑툰
(https://www.toptoon.net/)

유/무료

2015년 대만에 진출한 이후 코미코에 이어 대만 2
위 웹툰 플랫폼으로 자리잡음
랩핑 버스, 카오슝 국제 만화 페스티벌 공식 후원 등
의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음

코미코
(http://www.comico.com.tw/)

유/무료
한국 NHN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웹툰 플랫폼
최근 대만에서 팬미팅 개최, 95억원 규모의 신규 투
자를 유치하는 등 대만에서의 웹툰 투자 확대

라인웹툰
(https://www.webtoons.com/zh-hant/)

유/무료

네이버 라인웹툰의 글로벌 플랫폼
최근 네이버 자회사 라인의 대만법인인 라인 비즈 
플러스 타이완이 대만 대형 은행들로부터 약 1천756
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

출처 : http://anypost.co.kr/detail.php?number=2367&thread=22r02,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725193252&type=det&re=z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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