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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만화 진출 및 시장 상황

□ 국내 웹툰의 경우 세계 여러 나라로 진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네이버 웹툰은 2017년을 기준으로 

이용자 수가 3,500만에 이르렀으며, 이 중 해외 이용자 수는 1,800만명이라고 확인되었다. 네이

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툰은 영어, 대만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다른 웹툰 제공 기업인 레진코믹스에서는 미리보기 서비스의 결제를 기반으로 수익모델을 창

출하였는데 일본어로 번역하여 서비스를 확장하였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제품을 개발한 카카오웹툰 

또한 중국과 일본으로 진출하였고 일본에서는 월간 200만명이 넘는 독자들이 웹툰을 이용하며 성

과를 얻고 있다.

<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의 동남아 진출 동향 > 

(자료 : 웹툰 플랫폼 글로벌화 전략 연구, 웹툰가이드)

□ 시장상황은 웹툰 시장에서의 1차 수익은 웹툰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얻는 수익으로서 광고, 

유료결제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수익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작가, 에이전시 등이 나누어 

가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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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독자들이 구독한 웹툰의 경우에는 캐릭터 상품과 같이 파생상품들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

는데 프라모델과 같은 캐릭터 그 자체를 이용한 제품 뿐만 아니라, 웹툰 속에 광고로 등장하는 

제품의 판매등이 있을 수 있다.

  ○ 기존의 웹툰을 미디어에서 활용함으로써 영화와,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한류바람

이 일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네이버 웹툰

인 ‘치즈인더트랩’은 국내 웹툰으로서 성공적인 미디어 진출을 한 작품으로서 중국, 일본을 비롯

하여 대만, 홍콩 등에서도 호평을 받았으며 국내에 방송되기 앞어서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

아시 국가에 판권을 판매하여 60억원의 부가 수익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 드라마화 된 치즈인더트랩(좌)과 웹툰 치즈인더트랩(우) >

(자료 : 웹툰 플랫폼 글로벌화 전략 연구, 웹툰가이드)

Ⅱ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출판 관련 규제

□ (베트남) 베트남 내의 해외 콘텐츠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특히 출판법 제8조

에서는 외국 출판사 및 외국 출판 조직에 의한 베트남 내 현지 사무소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 출판물을 유통하는 외국 출판사와 조직이 정보통신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베트

남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베트남의 만화시장은 해외 번역만화가 99%에 이른다고 

할 만큼 해외 만화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1990년 이후로 자

국민의 만화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 3 -

< 베트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웹툰 서비스 플랫폼인 Vinatoon >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804031118023678

   Comicola online comic alliance는 베트남 작가들이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으로서 단행본을 발간하

거나 캐릭터상품을 판매하고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s://comicola.com/

□ (태국) 태국의 인쇄물은 인쇄업에 따라 총리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데 왕실 태국 경찰은 ‘인쇄물 기

록법’ 제10조에 따라 금지된 내용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 태국에는 면허 또는 등록 요구 사항은 

따로 없으나 내용이 국왕, 왕족, 또는 태국의 내부 보안 또는 태국 국민의 공공 평화 또는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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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을 해치거나 모욕 또는 위협하는 인쇄물은 ｢인쇄물기록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태국 만화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900만 달러로 그 중에서 출판 만화의 유통 비율

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선호도가 높은 만화는 해외 만화로 특히 일본 만화의 점유율이 높

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높아짐에 따라 태국에서는 다양한 모바일 웹툰 플랫폼이 서비스 되고 있는

바 Comico, Line Webtoon, Ookbee등이 있다.

< 태국의 웹툰 플랫폼 Comico, Ookbee >

출처:http://www.ookbee.com/Shop/Book, http://www.comico.in.th/

Ⅲ [필리핀] 필리핀의 만화・웹툰시장 이슈

□ 필리핀의 문화 콘텐츠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필리핀의 

출판시장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 필리핀에서 선호도가 높은 만화는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북미의 슈퍼 히어로 만화이다. 필리핀

에서도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의 보급률 증가로, 폴란드와 일본, 한국 등 해외 국가의 웹툰이 모바

일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되고 있으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필리핀에서는 온라인과 모바일 콘텐츠에 대해서 최소 60%를 필리핀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온라인 및 모바일 콘텐츠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 

Ⅳ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만화・웹툰시장 이슈

□ 말레이시아의 문화 콘텐츠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경제 상황의 어려움 등을 이

유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성장세를 보여 2020년까지 연평균 4.2%에 이를 것

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도서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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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만화시장은 아직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고 있지 못하나 만화는 대형 출판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선호도가 높은 작품으로는 영화 등으로 노출이 많은 DC Comics가 있으며 국내의 

웹툰으로는 Lezhin Comics가 관심을 끌고 있다.

 < 말레이시아의 서점인 Kinokuniya와 Typo >

(자료 : https://ko-kr.facebook.com/KinokuniyaMalaysia/photos/d41d8cd9/846415608848557/, http://www.mytownkl.com.my/en/ty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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