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 Web COMICS

중국 만화시장

결산

2018. 12월



- 1 -

Ⅰ [중국] 중국의 만화시장 추이

□ 중국의 2018년 도서 출판 시장은 가격 경쟁에 따라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독자들의 출판 서

적에 대한 소비 증가와 더불어 문화적, 정신적 특성을 지닌 사회적 삶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

고 있기 때문에 서적 업계는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서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한 것이다. 2017년 도서 출판 시장규모는 803억 2 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55% 

성장하였고,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하락했지만 여전히 10%를 상회하고 있다. 온라인 서점의 판매

규모는 계속 확장되었고 2018년 상반기는 온라인 출판서적 판매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였다. 인건

비, 종이 가격의 빠른 상승,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높은 할인 판매 모델의 영향으로 출판서적의 가

격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하고 있다.

< 중국 만화시장 추이(2010-2019년)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쇄만화 319 380 390 344 345 338 331 323 314

디지털만화 6 9 12 14 17 19 21 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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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yonseisinology.org/archives/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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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대만 웹툰 서비스 가입자 수(2013-2017년) >
(단위 :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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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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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yonseisinology.org/archives/1448)

□ 중국의 인터넷 만화 시장규모는 2016년 2억 위안으로 추정되었으며 중국의 정보 네트워크 만화 

가입자의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만화 이용자는 2013년 2258만 명에서 2016년 7075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약 1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점차적으로 만화 시장의 규모는 지

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2017년 중국 애니메이션 생산액이 15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

는 등 중국의 만화 시장은 급속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 온라인 상점 및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규모 성장률 >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H1

온라인 상점 30.77 23.53 33.33 30.36 25.75 22.11

오프라인 매장 1.49 3.03 1.18 -2.33 2.44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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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s://www.chyxx.com/industry/201812/697655.html)

□ (중국 출판만화의 특징) TV가 대중화된 1980년대 말부터 일본 만화로 인해 자국의 출판만화인 연

환화가 크게 위축하여 쇠퇴기를 맞는 듯 했으나 연환화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고전 연환화를 수집

하거나 전시하는 박물관이 있다. 2000년대 중반기부터는 온라인 만화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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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형 웹툰 사이트가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출판만화가 여전히 성장을 못하는 추세이나 중년층 

이상의 연령층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주로 출판만화를 보거나 구매할 수 

있는 곳은 만우, 시나 웨이보, 유요기, 타오바오 등이다.

□ (중국 웹툰 산업 및 플랫폼 별 특징) 중국 웹툰 시장은 한국형 웹툰이 진출한 가장 큰 시장으로, 

한국 웹툰 플랫폼의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제공하며 연재 방식, UI 등을 모두 반영한 사이트

가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중국 만화의 자생력을 기르고 중국 내 만화가 발굴을 위해 자체 플랫폼도 

많이 생겨나는 추세이다.

  ○ 레진코믹스는 미국과 일본 정식 진출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최근 중국 시장에 포털 사이트 텐센

트와 웹툰 플랫폼 콰이칸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레진코믹스는 국내 인기 작품들을 중국어 

번역 등의 작업을 거쳐 연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다리면 무료, 미리보려면 유료’의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웹툰에서 진출한 'Dongman manhua'도 있다. 일

본 시장 진출에 이어 중국 시장에 한국형 웹툰의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Dongman manhua'

에서는 한국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인 인기작품들을 중국어로 볼 수 있으며 중국 자체에서 창

작된 웹툰도 연재 중이다.

< 중국 웹툰 플랫폼 별 특징 >

사이트명
서비스 

형태
특징

Kuaikan manhua

(https://www.kuaikanmanhua.com/)
유/무료

• 중국 자체 웹툰 플랫폼으로 요일, 장르별로 작품이 잘 정

렬되어 있으며 매일 업데이트 되는 작품과 신작 추천

•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UI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

으로 사이트 이름과 같이 짧은 시간에 잠깐씩이라도 즐길 

수 있는 플랫폼

iReader

(http://store.ireader.com/)
유/무료

• 중국의 전자책 리더기 어플리케이션으로 책, 만화 등을 볼 

수 있음

Dongman manhua

(https://www.dongmanmanhua.cn/)
유/무료

• 네이버 웹툰에서 진출한 웹툰 플랫폼으로 한국 네이버 웹

툰에서 연재 중인 인기작품들을 중국어로 볼 수 있으며 중

국 자체에서 창작된 웹툰도 연재 중

Tengxun manhua

(http://ac.qq.com/)
유/무료

• 중국 최대 웹사이트 텐센트의 공식 웹툰 플랫폼으로 QQ닷

컴의 만화 파트를 담당

• 웹툰만 아니라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까지 제공하고 있으

며, 여기서 창작된 ‘요괴명단’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지 

등에도 진출

Wei manhua

(http://manhua.weibo.com/)
유/무료

• 중국 최대의 SNS인 웨이보의 웹툰 플랫폼으로 중국 최대

의 웹툰 플랫폼 규모답게 방문자 수도 엄청나며 중국의 다

양한 작품 뿐만 아니라 한국의 웹툰도 번역해서 제공



- 4 -

Ⅱ [중국] 만화 및 웹툰의 한국 작품 진출 현황

□ E-Book 및 만화 유통업체인 디앤씨미디어는 카카오페이지에 연재 중이던 2개의 웹툰을 중국 대표 

만화 플랫폼 텐센트동만과 콰이콴과 공급계약을 맺어 제공하게 되었다. 텐센트동만과는 웹툰 ‘버림 

받은 황비’의 공급계약을, 콰이칸과 웹툰 ‘그녀가 공작저로 가야 했던 사정’의 공급계약을 각각 체

결했으며, 이로써 지난해 중국 서비스를 개시한 웹툰 ‘황제의 외동딸’, ‘이세계의 황비’에 이어 총 

네 개의 한국 작품을 중국 웹툰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

       

사이트명
서비스 

형태
특징

Youyaoqi

(http://www.u17.com/)
유/무료

• 중국 최대의 일반 만화 사이트로 시작하여 현재는 웹툰 서

비스도 시작

• 다른 사이트들이 웹툰만 제공한다면, Youyaoqi는 인터넷에

서 접하기 어려운 만화책도 볼 수 있음

• 대형 사이트나 외국 자본으로 시작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다져온 입지가 굳건한 만큼 사용자들도 굉장히 많은 편임

ifenghui

(http://www.ifenghui.com/index/co

micupdate.html)

유/무료

• 'ishangman'과 함께 중국의 만화 산업 발전을 위해 창의적

인 작품과 작가를 발굴하여 사이트에 공개

•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웹툰을 업로드하고 장르별, 요일별

로 추천 작품도 받아볼 수 있음

MKZhan

(https://www.mkzhan.com/)
유/무료

• Xiaoming Taiji(Hubei) Animation Co.에서 개설한 웹툰 플

랫폼으로 중국의 젊은 층을 겨냥한 혁신적인 웹툰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음

• 애니메이션 콘텐츠 및 브랜드 개발, 인터넷 팬 커뮤니티 

운영 등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의 엔터테

인먼트 문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ishangman

(http://www.ishangman.com/)
유/무료

• 'ifenghui'와 함께 중국의 만화 산업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작품과 작가를 발굴하여 사이트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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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믹스가 2017년 콰이칸에 수출한 '그녀의 시간'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 작품은 유료 연재임에

도 1개월 만에 조회 수 약 4000만회를 돌파하였고 텐센트동만에 수출한 '예쁘니까 괜찮아' '소년

의 신성' 또한 1개월 만에 약 1000만회를 돌파했다.

□ 한국 웹툰 플랫폼 중 해외에서 총 결제액 100억원을 돌파한 최초는 레진코믹스로 주로 성인물 위

주인 유료 웹툰 플랫폼들과 달리 장르를 다양화하여 연령층별 유입을 늘렸으며, 높은 수준의 콘텐

츠를 폭넓게 확보하면서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 KT는 홍콩 란콰이펑 그룹(회장 알란 제만, Lan Kwai Fong Group) 계열사인 ‘란콰이퐁 문화 영

화사’과 판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KT의 웹툰 플랫폼인 케이툰(KTOON)의 인기 웹툰을 영상화하기 

위한 판권 계약으로, ‘안드로메이트’, ‘나를 키워주세요’, ‘사화’, ‘아이언 걸’, ‘밥해주는 남자’ 등 

5개의 웹툰을 영상화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란콰이펑 그룹에 제공하면서 한국의 웹툰을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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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Ⅲ [중국] 중국 웹툰의 도전

□ (웹툰 '총수' 중국 텐센트 진출) 웹툰ㆍ웹소설 출판 및 글로벌 유통 스타트업 '스토리파크'는 최근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와 계약을 맺고 텐센트의 포털 사이트 QQ.com에 우리나라 인기 

웹툰 '총수(정기영ㆍ백승훈)'의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 총수는 현재 다음 웹툰에 연재 중으로 기

업에서 벌어지는 적자생존과 사나이들의 야망과 열정, 그리고 사랑을 다룬 웹툰이며, 월간 이용자

가 9000만 명에 달하는 텐센트에 연재가 시작될 시 상당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

으고 있다.

< 웹툰 ‘총수’ >

□ (대륙 청춘을 장악한 중국 웹툰계 샛별 콰이칸) 콰이칸은 지난 2014년 출시된 중국 최초의 모바

일 최적화 웹툰 플랫폼으로 현재 중국의 온라인 상에는 100여개가 넘는 웹툰 플랫폼이 있으나, 콰

이칸처럼 모바일 사용환경에 최적화 된 웹툰 플랫폼은 전무하며 접속자 및 회원 규모 면에서도 독

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특히 출시한지 3년 만에 1억 3000만 명에 달하는 독자들을 확보해 17

년 12월 1억 7700만달러의 시리즈 D 펀딩에 성공하기도 한다. 콰이칸의 이러한 성장 동력은 바

로 중국 문화콘텐츠의 주 소비층인  20대로 꼽힌다. 주로 95허우(95後,95~00년도 출생자)들로 

구성된 콰이칸의 핵심 독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웹툰을 공유하고 작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원활한 피드백이 이뤄지면서 풍부한 웹툰 콘텐츠와 창작자들이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다. 현재 이 플랫폼은 2000여개에 달하는 웹툰 콘텐츠가 연재・연재 완

료되었으며, 5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작품도 5개에 달하고 중국 애니메이션 대회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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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수상을 한 작품들도 많아지고 있다.

< 콰이콴 메인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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