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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만화

1)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년대비 23.3% 증가한 13억
6,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도서업계의 디지털 혁명은 만화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2014년 온라인쇼핑 거대 기업인 아마존이 세계
최대 디지털 만화포털 코믹솔로지(ComiXology)인수에 합의하면서
디지털 만화시장 확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향후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은 2019년 까지 15.4%의 성장률을 보이며 27억 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0]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디지털
만화

755

828 1,026 1,104 1,361 1,630 1,904 2,189 2,483 2,790

* 출처 : ICv2(2011～2015), PwC(2015), SNE(2012～2015),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5)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15.4

2010년 세계 만화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 만화시장은
유·무선 네트워크 및 스마트기기의 확대와 디지털 만화 플랫폼의
등장으로 2014년 전체 만화시장의 18.2%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유럽시장의 경우 디지털 만화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기존 인쇄만화시장에서 디지털
만화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중국 및 한국 등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의 급성장으로 2019년에는 전체 만화시장의 약 30%를
70

제2장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동향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33]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그림 2-34] 세계 만화시장 대비 디지털 만화시장 비중, 2010-2019

71

2015년도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2) 권역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10년 98.5%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은 북미, 유럽 지역의 디지털 만화시장이 확대되면서 2014년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5]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0 vs. 2014 vs. 2019

가. 북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4년 북미 지역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년대비 11.1% 증가한
1억 달러로 북미 전체 만화시장의 1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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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출판만화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던 북미시장은 2008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왔으나 2011년 이후부터 인터넷, 스마트 기기를
통해 디지털 만화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사무소, 2014.7.8.).
2014년 2월에는 마블(Marvel)이 글로벌 서비스를 표방하며
디지털 출판·변환 및 글로벌 콘텐츠 제공 업체 아이버스(iVerse)와
손잡고 애플스토어에 12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마블 글로벌 코믹스
(Mavel global commics)를 내놓아 디지털 만화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이 코믹솔로지
인수를 발표하면서 북미 디지털 만화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북미 지역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14.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억 9,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1] 북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디지털
만화

8

25

70

90

100

116

134

153 173

193

14.0

* 출처 : ICv2(2011～2015), PwC(2015), SNE(2012～2015),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5)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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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북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나. 중남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중남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는 중남미 국가의 공신력 있는 유관
기관 및 통계정보의 부족으로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출판시장 등 관련 유관 자료를 종합했을 때 2014년 전년대비
26.5% 증가한 200만 달러의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남미 지역 디지털 만화시장은 주로 전자책 출판사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일본만화를 스캔하여 불법 유통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불법 스캔 유통되는 만화의 근절을 위해 웹 또는 앱 형태의
디지털 만화가 늘어나고 있지만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 미흡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전체 만화시장의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2014년부터 급속하게 악화된 중남미 경제여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나 무선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 확대에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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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디지털 만화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5.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6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2] 중남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디지털
만화

0

0

1

1

2

2

3

4

5

* 출처 : ICv2(2011～2015), PwC(2015), SNE(2012～2015),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5)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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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중남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표 2-23] 중남미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 현황 및 전망, 2010-2019
구분

유선 인터넷 보급률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
스마트폰 보급률
태블릿 보급률

* 출처 : PwC(2015)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9.8 33.5
10.3 14.1
3.1 9.9
- -

36.7
19.0
17.1
1.5

39.9
25.3
24.4
3.2

43.8
31.7
30.8
5.7

45.4
38.6
36.2
8.8

46.8
45.8
41.9
12.6

47.8
51.7
47.7
17.1

48.4
56.2
53.5
22.5

48.7
60.5
59.1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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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를 시작으로
독일 등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시작되었다. 당시 이러한 시도를 주도한
이들은 출판사가 아니라 만화가들이었다. 만화가들이 스스로 자전적
이야기에 허구를 가미한 스토리들을 만화로 그린 뒤 블로그에 공
개한 것이다(카트야 페트로비치, 2014. 6). 이후 수많은 만화가들이
인터넷상에서 기존 도서들의 포맷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들을 하기
시작했으나 유럽의 대형출판사들은 한동안 디지털 만화에 대해
망설이는 태도를 보였다. 그 이면에는 유럽 경제위기로 인한 출판
시장 침체와 프랑스 등의 낮은 인터넷 보급률이 디지털 만화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터넷 환경개선과 디지털 만화가 침체된 유
럽 출판만화의 해소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많
이 대두되면서 2014년 유럽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년대비
18.1% 증가한 4,5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디지털 만화에 대한 관심이 낮
은 것도 사실이나 인터넷 환경개선과 스마트기기 확산, 다양한 디
지털 만화 플랫폼 및 서비스의 등장이 예상되면서 향후 5년간 연
평균 18.9%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1억 800만 달러에 이
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4] 유럽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디지털
만화

3

10

31

38

45

56

68

81

95

108

* 출처 : ICv2(2011～2015), PwC(2015), SNE(2012～2015),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5)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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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유럽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라.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전 세계 만화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과 최근 콘텐츠시장의
신흥 강국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등의 영향으로 2014년
아시아지역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년대비 24.7% 증가한 12억 1,3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2014년 기준 전체 만화시장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은 한국의 웹툰은 물론 일본,
중국의 다양한 디지털 만화 플랫폼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향후 2019년에는
전체 만화시장의 약 40%의 점유율을 보이며 24억 8,1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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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디지털
만화

744

793

924

973 1,213 1,455 1,698 1,950 2,208 2,481

* 출처 : ICv2(2011～2015), PwC(2015), SNE(2012～2015),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5)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15.4

[그림 2-39]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마.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만화나 게임과 같은 대중문화산업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소개된 지는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다. 2014년 기준 중동 및 아프리카
전체 만화시장 규모가 약 7천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고 이중 1.1%에
불과한 약 80만 달러만이 디지털 만화시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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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디지털
만화

0

0

0

0.6

0.8

1

1

2

2

* 출처 : ICv2(2011～2015), PwC(2015), SNE(2012～2015),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5)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2

24.7

[그림 2-40]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그러나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저렴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새롭고 혁신적인 디지털 방식으로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시장 파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중동지역 또한
인터넷 및 모바일 인프라 기반과 소비자 구매력이 더해져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모바일이 소비자 행동양식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디지털 만화시장도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ricsson에 따르면 2014～2020년 중동 및
동북 아프리카 지역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14배 증가할 전망
79

2015년도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으로, 이는 세계시장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고 보고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5.9.11.).
아직은 시장규모가 미미하지만 향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24.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주요국의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가. 미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DC코믹스, 다크호스(Dark Horse), 다이너마이트(Dynamite),
IDW, 이미지(Image), 마블(Marvel)을 포함하여 다양한 크고 작은
출판사들이 디지털 만화를 유통 중인 가운데 2014년 미국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년대비 11.9% 증가한 9,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디지털 만화시장의 주된 성장 요인은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선호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것이다(CNBC, 2014.12.30.). 이를 증명하듯 약 75개
출판사와 파트너쉽을 맺고 5만여권의 만화를 디지털버전으로 제공
하는 코믹솔로지(Comixology)는 월 800만 건에 이르는 다운로드 건
수를 기록하고 있다(Theguardian, 2015.7.3.).
또한 디지털 만화 수요 증가를 예상한 아마존은 코믹솔로지를
인수하여 자사의 킨들(Kindle)용 디지털 만화를 2015년부터 유통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던 마블 코믹스 만화 역시
킨들의 스토어를 통해 디지털 버전으로 유통(Deadline Hollywood,
2015.6.18.)하는 전략을 취하며 기존의 팬뿐만 아니라 킨들 사용자
로부터의 수익도 크게 늘렸다(AppAdvice, 20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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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 만화 성장의 또 다른 요인은 인쇄만화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과 만화를 구입하기 위해 외출할 필요 없다는
점도 한몫했다(Business Insider, 2014.4.10.). 실제로 마블코믹스의
만화 체스터(Chester 5000-XYV)의 인쇄 버전은 $14.95인 반면
디지털 버전은 $4.99로 $9정도 저렴한 편이며 비싸게 인쇄 버전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디지털 다운로드 1회권을 제공하고 있어 디지털
버전의 만화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PC Magazine, 2015.3.25.).
편의성과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14.2%의 성장세를 보이며 1억 8,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7] 미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디지털
만화

8

24

66

85

96

111

129

147 167

185

* 출처 : ICv2(2011～2015), PwC(2015), SNE(2012～2015),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5)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14.2

[그림 2-41] 미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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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랑스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6월 글로벌 웹툰 생태계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프랑스 코믹스타터(COMIC STARTER)의 대표 에두아르 마이어
(Edouard Meier)의 발표내용을 보면 2014년도 프랑스 출판 만화
작품 수는 전년대비 4.64% 증가된 총 5,410 작품으로, 73%가 신규
이며, 27%는 재판된 작품들로 전년도에 비해 작품 수는 소폭 증가
하였지만,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도에 등록된 출판사 수는 2013년의 332개 업체에서
다소 늘어난 349개 업체이나 그 이유가 시장의 성장에 따른 변화가
아닌, 기존 출판사들에서 출판할 수 없는 작품들을 출판하기 위해
독립한 소규모 출판사들의 증가로 파악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
기존 출판사들의 경우 경제적인 상황 악화로 신규 작품 출시를
줄이고 있고 특히 대형 출판업체들의 소극적인 신규 작품 출시
정책으로 프랑스 출판만화시장의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두아르 마이어는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많은
작가들이 디지털 만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만화의
제작과 유통의 저비용을 큰 장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남경화, 2015.8.4.).
프랑스의 디지털 만화는 미국의 웹코믹을 바탕으로 5년 늦게
시작되었으나 열악한 인터넷환경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인터넷 보급 문제로 디지털 만화 형태는 출판 만화를 디지털화하여
보급할 수 있는 CD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2014년 기준 디지털 만화는 프랑스 전체 만화시장의 약 1% 정도에
불과한 23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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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프랑스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디지털
만화

0

0.5

1.4

1.8

2.3

2.8

3.4

4.0

4.7

5.3

* 출처 : ICv2(2011～2015), PwC(2015), SNE(2012～2015),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5)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18.2

현재 프랑스 디지털 만화시장은 아이폰의 등장으로 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형태가 아직은 출판만화
형태를 그대로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 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남경화, 2015.8.4.). 이와 함께 스마트폰이나 PC보다 태블릿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지털 만화 플랫폼으로는 프랑스 업체가 운영하며
가장 오래된 디지털 만화 플랫폼인 ‘아브 코믹스(Ave Comics)’로 최근
국내의 ‘무빙툰’과 비슷한 ‘움직이는 만화’ 등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출판되었던 작품
들로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는 ‘이즈네오(Izneo)’ 그리고 2014년
아마존에 인수된 미국의 웹 코믹 플랫폼 ‘코믹솔로지(Comixology)’가
대표적인 디지털 만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코믹솔로지는
기존 플랫폼 업체들과 다르게 기존 출판 작품이 아닌 작품들과
작가들을 섭외하여 서비스 중이다.
현재 프랑스 출판 만화시장은 침체기에 있으나 프랑스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기존 독자들이 아닌 블로그 만화를 즐기는
독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디지털 만화는
프랑스 전체 출판만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프랑스 디지털 만화시장은 연평균 18.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2019년 약 5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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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프랑스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다. 독일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독일 디지털 만화는 프랑스에 이어 2005년경부터 디지털 만화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났다. 당시 출판사가 아닌 만화가들이
스스로 자전적 이야기에 허구를 가미한 스토리들을 만화로 그린
뒤 블로그에 공개하였다(카트야 페트로비치, 2014.6).
이후 많은 만화가들이 인터넷상에서 기존 도서들의 포맷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즉, 책장을 넘길 필요 없이 스크롤만 하면
‘논스톱’으로 만화 전체를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시도들을
하였다. 많은 독일의 독자들은 새로운 포맷의 디지털 만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나 카를센(Carlsen)이나 에그몬트(Egmont) 등 독일
대형 출판사들은 디지털 만화 문화에 대해 망설이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 2012년, 만화 업계의 선두주자인 파니니(Panini) 출판사가
디지털 만화시장의 포문을 열었다. 당시 파니니 출판사는 자사 웹사이트
안에서 전자만화책을 판매하였지만 결과는 참패였고, 해당 쇼핑몰은
84

제2장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동향

결국 문을 닫았다. 하지만 2014년 4월, 파니니는 약 150권의 전자
만화책을 출시하면서 다시 한 번 독일 디지털 만화시장을 대대적으로
공략하면서 독일 디지털 만화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4년 기준 독일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체 독일 만화시장의 약
2.3%를 차지하며 약 7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독일 디지털 만화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19.8%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약 1,7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9] 독일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디지털
만화

0.4

1.2

4.4

5.5

6.7

8.8

10.5 12.7 14.8 16.6

* 출처 : ICv2(2011～2015), PwC(2015), SNE(2012～2015),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5)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19.8

[그림 2-43] 독일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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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영국 만화시장은 2012년부터 인쇄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문화기반의 창조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면서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에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09년 디지털 혁신
전략인 ‘디지털 브리튼’에서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적극 지원하였다.
영국 디지털 만화시장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디지털 만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기준 전년대비 12.4% 증가한 약
1,2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향후 영국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18.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약 2,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0] 영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디지털
만화

0.9

2.7

8.8 10.5 11.8 14.5

17.5 20.8 24.3 27.9

* 출처 : ICv2(2011～2015), PwC(2015), SNE(2012～2015),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5)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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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영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마. 중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중국에서는 한국의 웹툰과 유사한 개념으로 원창만화(原创漫画)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중국 만화산업은 2006년 지음만객(知
音漫客), 만화세계(漫画世界) 등 대표적인 만화잡지가 창간된 이후
월간지, 주간지가 우후죽순으로 창간되고 발행주기도 다양해지면서
원창만화의 유통 경로가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2013. 10호). 특히 중국의 만화산업은
2010년 문화산업진흥계획의 정책적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나타
내고 있다. 최근 유·무선 네트워크 보급률 확대로 인한 인터넷
사용자의 폭발적 증가로 중국의 디지털콘텐츠 유통 환경이 빠른
속도로 진화되면서 디지털 만화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2014년 기준 중국 네티즌 규모는 6.42억 명, 인터넷 보급률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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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급률 40%에 육박하며 사용 인구수가 약 5억여 명 규모로
집계되었다. 중국 3대 이통사 중 하나인 차이나 모바일은 2014년
만화 콘텐츠 매출 규모가 30억 위안(한화 5천 3백억)을 넘어선 것
으로 발표하였으며, 모험 판타지, 학원물, 애정물, 일상의 소재를
다룬 명랑 코믹물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권현진, 2015.9.16.).
특히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온라인 만화서비스가 2012년부터
유료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하였다.
중국 디지털 만화시장은 대표적 만화플랫폼인 U17, 부카만화(布卡
漫画), QQ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U17은 2009년에 시작된
중국의 첫 인터넷 만화 플랫폼이며, 부카만화(布卡漫画)는 2011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어 현재 5천 만 명의 가입자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하루에 2백만 명의 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큰 모바일
만화 플랫폼이다. QQ는 중국 텐센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탈 사이트
qq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만화 플랫폼으로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
하였으며, 만 개 이상의 작품이 서비스되고 있다. 중국 작품 이외에도
일본의 인기 작품들을 수입하여 서비스하고 있다(남경화, 2015.8.4.).
최근 중국은 3대 이통사의 4G시대 개막으로 중국내 스마트폰 전용
마켓 ios와 안드로이드 버전의 수백여 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다. 새로 등장한 플랫폼들은 이미 경쟁에 돌입하여 새로운 만화
콘텐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500만 이상의 활성화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모바일 만화 애플리케이션만 해도 20여개가 넘는다. 중국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통 단행본 시장을 탈피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신작을
발표하는 등, 뉴미디어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플랫폼별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권현진, 2015.9.16.).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국 디지털 만화시장은 2014년 기준 전년
대비 48.5% 증가한 1억 1,7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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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중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디지털
만화

10

28

63

79

117

165

218

273 333

396

* 출처 : ICv2(2011～2015), PwC(2015), SNE(2012～2015),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5)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27.6

중국의 디지털 만화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중국시장 진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
(Square Enix)는 중국의 넷이지(NetEase)와 협력하여 ‘강철의연금술사’,
‘흑집사’ 등의 한자 버전을 2015년 10월부터 개시하였고 7월에는
만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중국진출에 대한
일본의 발 빠른 움직임은 중국의 모바일 기기나 PC를 통한 디지털
도서 사용자가 약 8,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dentsu, 2015.11.5.). 향후 중국 디지털 만화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27.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3억 9,6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45] 중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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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일본 전국 출판협회·출판과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출판월보' 2015년
2월호 특집 '만화시장 2014'에 의하면 2014년도 만화 잡지 판매금액은
1,313억 엔으로 전년대비 8.7% 하락하며 최근 5년간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하였다고 발표되었다. 출판만화시장의 고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디지털콘텐츠협회(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의 ‘2015년 디지털
콘텐츠백서’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년대비
24.8% 증가한 11억 9,900만 달러28)로 전체 만화시장의 약 2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2]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0-2019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p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19
CAGR

디지털
만화

743

790

914

961 1,199 1,385 1,541 1,686 1,831 1,973

* 출처 :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5)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10.5

이러한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의 성장은 디바이스로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아마존의 킨들, 라쿠텐(樂天)의 kobo 등 독서 전용 단말기
보급과 eBook Japan과 라쿠텐 북스, 킨들스토어, 애플스토어 등 전자
만화를 판매하는 전자서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가 확산된 것도
주요 요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즉 디지털 만화를 읽기 위한
인프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용 무료
28) 각 년도 평균 환율, 최종고시 대미환산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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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로 만화를 읽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스마트폰 유저가 비는
시간에 편하게 즐기는 오락으로서 디지털 만화가 침투하였기 때문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소비자 대부분은 만화를 읽는
다고 했을 때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만화 구독을 떠올리기 보다는
만화방, 서점을 우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arketer of NIPPON, 2014.6.30.).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 디지털 만화 캠퍼스 매치(デジタルマン
ガキャンパス・マッチ) 심사위원인 사토나카 마치고(里中満智子)는
앞으로 만화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 스캔 유통 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일본은 디지털 만화를 위한 토대가
충분히 발달해있음을 역설하며 일본의 디지털 만화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임을 예상했다(ITmedia eBook USER, 2014.12.3.).
뿐만 아니라 일본의 만화/애니메이션 해적판 대책협의회(マンガ・ア
ニメ海賊版対策協議会)는 2014년 7월 MAG Project(Manga-Amine
Guardians Project)를 시행하여 국내외 일본만화 애니메이션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조직과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디지털 만화의 출판과
유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ITmedia eBook USER,
2014.7.30.).
향후 5년간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은 연평균 10.5%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9년 19억 7,3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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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0-2019

* 출처 :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5)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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