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디지털 만화

1)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년대비 15.6% 증가한 7억 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자책 출시 이후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로 유통
되는 만화가 크게 증가했으며 한국의 웹툰도 스마트폰을 통해 앱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동남아, 유럽을 아우르는 디지털 만화시장의
규모 확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향후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은
2020년 까지 10.8%의 성장률을 보이며 11억 7,7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1]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313

460

512

8

60

703

814

920

1,016

1,100

77

1,1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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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계 만화시장의 약 4.1%를 차지하던 디지털 만화시장은
유·무선 네트워크 및 스마트기기의 확대와 디지털 만화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2015년 전체 만화시장의 10.0%까지 확대되었다.
기존 인쇄만화시장에서 디지털 만화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중국, 한국 등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의 급성장으로 2020년에는
전체 만화시장의 약 17.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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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2) 권역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5년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11년 70.7%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은 북미, 유럽 지역의 디지털 만화시장이 확대되면서 2015년
61.6%로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0년 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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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 권역별 비중 비교, 2011 vs. 2015 vs. 2020

가. 북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DC 코믹스와 마블(Marvel)의
디지털 시장 진출

2015년 북미 지역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년대비 10.0% 감소한
9,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만화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던 북미시장은 2012년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13년 들어 하락세를 보였고 20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하락세는 미국의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최고점에 도달하면서 가입자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전자책
구입률이 전년대비 11.0% 가량 감소한 시장 현황25)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종이만화책이 가격 프로모션과 번들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서 디지털만화가 가진 가격 경쟁력을 인쇄
만화책이 상쇄시킨 것도 크게 작용했다.
v D
:// v /

S D
/v /

7

25) ic 2.com, igital Comic ales eclined in 2015, 2016. .11.,
http ic 2.com articles markets iew 34923 digital-comic-sales-declined-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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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미 만화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DC 코믹스와 마블
(Marvel)을 중심으로 코믹솔로지(Comxiology) 등 디지털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디지털 만화 시장은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미 지역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2020까지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2] 북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25

70

90

100

90

100

110

120

130

140

9.2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28] 북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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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남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일본
만화 중심의 성장

중남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는 2014년 전년대비 39.6% 증가한
300만 달러의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남미 지역 디지털 만화시장은 주로 전자책 출판사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일본만화를 스캔하여 불법 유통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불법 유통 만화의 근절을 위해 웹 또는 앱 형태의 디지털
만화가 늘어나고 있지만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 미흡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럼에도 라인, 네이버, 레진코믹스
등의 앱만화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어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에
따라 향후 디지털만화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2015년들어 브라질의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지면서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선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보급률
확대에 힘입어 무료형태의 앱만화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남미 디지털 만화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9.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8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3] 중남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0

1

1

2

3

4

5

6

7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8

19.5

특히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남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
만화의 경우 불법복제로 인해 출판사들이 디지털 진출을 망설이고
있어, 향후 일본 만화의 디지털 시장 진출이 남미 디지털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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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성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9] 중남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다. 유럽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등장

2015년 유럽 디지털만화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4.0% 증가한 1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은 프랑스, 영국, 독일이 디지털만화의
성장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인쇄본이 디지털화로 변화
하면서 불법 번역된 해적판 일본만화의 PDF본 역시 다수 게시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북미의 다크호스(Dark Horse), 코믹솔로지
(Comixlogy)뿐만 아니라 에이브코믹스(AveComics)와 한국의 웹툰
모델을 도입한 델리툰(Delitoon) 등 다양한 플랫폼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무선인터넷과 스마트기기 보급률 증가로 앱 만화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어 향후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12.7%의 성장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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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2020년에는 3억 1,900만 달러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4] 유럽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7

6

89

11

7

142

7

1 6

210

244

7

2 4

29

8

319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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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유럽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한국 웹툰의 경우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문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해 서비스 중이며, 아직까지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인 작가 발굴 등 유럽 만화 시장에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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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중국 시장의 폭발적 성장

전 세계 만화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과 거대한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콘텐츠시장의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중국의 영향으로
2015년 아시아지역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년대비 19.4% 증가한 4억
3,3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2015년 기준 전체 만화시장의 약 6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은 한국의 웹툰은 물론 일
본, 중국의 다양한 디지털 만화 플랫폼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향후
2020년까지 10.3%의 성장률을 보이며 7억 800만 달러에 달하는 시
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5]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221

300

303

363

433

49

8

559

614

663

708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10.3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은 일본과 한국의
디지털만화 IP를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라이선스 사업 및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아시아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의 웹툰의 경우 디지털에 최적화된 문법으로 평가되며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라인(Line)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이 직접 번역에 참여하는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서서히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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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아시아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마.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한․일 디지털 만화 확산

2015년 기준 중동 및 아프리카 전체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가 약
100만 달러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5년간 21.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6]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

-

1

1

1

1

2

2

2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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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중동․아프리카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남아공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편이며
이를 활용한 스마트기기용 앱만화의 확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현지의 시장규모가 미미하지만 이집트에서 한국의
레진코믹스가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였고 네이버만화, 라인
만화, 코미코(Cimico) 등이 높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해외
디지털 만화 콘텐츠 진출에 한계가 있어 향후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21.7%의 성장률을
기록함에도 시장규모는 200만 달러 규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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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표 2-27] 주요 국가의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미국

6

7

87

96

87

20

30

46

62

203

191

24

중국

7

일본

152

한국

59

72

합계

242

362

74
382

7
78
447
22

7
88

26

504

96

80

106

116

125

135

9.2

9

115

132

149

19.2

7

8

7

299

326

34

366

3 6

99

111

119

12

134

5 4

640

69

7

8

7

750

794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7.1
8.8

9.5

가. 미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만화
서비스로 인한 긍정적인 시장 평가

2015년 미국 디지털 만화 시장은 가입자 정체, 출판 만화의 할인과
번들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미국 디지털만화시장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전체 디지털 만화 시장의 규모가 하락했음에도
코믹솔로지 등 디지털 만화 플랫폼에서 방드 데시네(Bandes
Dessinees)26), 일본 망가(Manga), 한국의 웹툰(Webtoon)기타 작가
타이틀(셀프퍼블리싱) 등 다양한 국적의 디지털 만화들이 서비스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DC 코믹스와 마블 역시
자사 만화의 디지털 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프로모션과 번들제공에 의해 디지털만화의 판매량 감소가
랑스-벨기에 만화

26) 예술성을 중심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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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지만 미국 디지털만화 시장은 국내외 작품의 출시 증가와
다양한 디지털만화 앱 및 서비스의 대중화로 향후 2020년까지 연
평균 성장률 9.2%를 기록하며 1억 3,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8] 미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24

6

7

87

96

87

96

106

116

125

135

9.2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33] 미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나. 중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디지털 만화의 IP 가치 상승과 게임,
애니메이션으로의 전환

중국 디지털 만화시장은 디지털 기기 확산으로로 디지털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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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되는 만화의 비율이 증가하여 2015년, 중국 디지털만화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7.2% 증가한 6,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2012년부터 빠른 속도로 한국의 웹툰과 비슷한 원창만화가
소개되어 인터넷으로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거대 IT기업 텐센트(Tencent), 시나마이크로블로깅(Sina
microblogging), 넷이지클라우드리딩(Netease cloud reading), 밀레
씨모어리딩(millet see more reading), 당당리딩(Dangdang reading)
등이 디지털 만화를 서비스해 해당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27)
특히 중국시장은 디지털 만화를 활용한 라이선스 산업과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면서 IP 창작물로서의
디지털 만화의 위상이 높아졌다.
[표 2-29] 중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7

20

30

46

62

80

9

7

115

132

149

19.0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중국의 디지털 만화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중국시장 진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
(Square Enix)는 중국의 넷이지(NetEase)와 협력하여 ‘강철의 연금술사’,
‘흑집사’ 등의 한자 버전을 2015년 10월부터 개시하였고 7월에는
만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dentsu,
2015.11.5.). 이러한 국내 수요 증가와 일본 만화의 적극적인 중국
진출에 힘입어 향후 2020년까지 중국 디지털만화 시장규모는 연평균
7 中国出版网, 2015年中国动漫游戏产业发展报告, 2016.6.27.,
http://www.chuban.cc/cbsd/201606/t20160627_174573.html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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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19.0%를 기록하며 1억 4,9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4] 중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다.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만화 출판사들의 디지털 시장
본격적 진출

2015년 만화와 코믹스를 포함한 일본 디지털만화 시장규모는
전자책 시장의 81.0%에 수준에 도달했으며28) 전년대비 17.5% 증가한
2억 6,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 보급률
증가로 무료 앱 만화 서비스는 일본 디지털만화 시장을 견인하는
핵심으로 떠올랐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무료 디지털만화 구독
비율도 전년대비 3.2%p 증가한 28.6%, PC 구독 비율은 전년대비
0.8%p 증가한 14.1%로 나타나 일본인의 디지털만화 소비가 꾸준히
8

2 ) Impress.co.jp,
2015年度の国内電子書籍市場は1584億円規模、前年度から25.1％増加、8割がコミック,
2016.7.27, 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10124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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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9)
일본 Top10의 만화출판사인 코단샤(講談社)가 2015년 1월부터
디지털만화 시장에 진출해 전자 코믹잡지를 발매하기 시작했으며
자사의 만화를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해 연재할 것이라 발표해30)
인쇄만화 출판사들의 디지털 만화시장 진출도 가시화됐다.
[표 2-30]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만화

152

203

191

7

22

7

26

299

326

8

34

366

7

3 6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7.1

아울러 2013년의 진격의거인(進撃の巨人), 2014년의 7가지대죄
(七つの大罪)등과 같은 흥행 대작이 출시되지 않아 인쇄 만화시장의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저렴하고 이용이 간편한
디지털만화의 수요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인쇄 만화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일본의 인터넷 인프라와 콘텐츠 유료 구매가 문화적으로 자리잡혀
있어 디지털 만화 시장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무료로 구독 가능한 작품이 많아지고 있어, 일본의 대작
만화들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시장이 좌우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격적인 만화 출판사들의 디지털 시장 진출로 일본 인쇄 만화
시장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디지털 만화시장은 2020년 까지
29) Pjl.co.jp, 2015年度 電子書籍市場規模は1,584億円, 2016.8.25,
http://www.pjl.co.jp/view/2016/08/9223.html
30) Bmshop.jp, 紙と電子のコミック市場、0・4％減の4437億円／出版科研調べ , 2016.4.1,
http://www.bmshop.jp/cgi_bin/bbs/shinbunka/read.cgi?no=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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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성장률 7.1%를 기록하며 3억 7,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5] 일본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라. 한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포털 웹툰 중심의 시장 구조

2015년 한국의 디지털 만화시장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8,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유통 웹툰
만화가 대단히 발달했으며 이를 소비하는 소비층이 유선인터넷의
발달과 함계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LTE 통신망의 저변화와 삼성, 엘지
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기업간의 경쟁도 치열해 스마트폰
보급률도 대단히 높은 편이다.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무선인터넷의
확산은 앱을 이용한 만화의 소비를 증가시켰으며 이를 틈타 네이버,
다음뿐만 아니라 레진코믹스, 탑툰, 코미코, 케이툰과 같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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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출현과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포츠일간지, 웹툰등에 연재하던 작가들(예, 김성모 웹툰)도 전용
앱을 출시해 자신의 만화를 소개하고 연재해 구독자를 늘리며 인
앱결제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웹툰 중심의 시장 구조는 포털이라는 인터넷 이용자가 집중되는
플랫폼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 때문에 포털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웹툰 작가들이 발굴되고 있으며, 인지도 있는 작가들이 유료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표 2-31] 한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전망, 2011-2020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
CAGR
디지털
59
72 74 78 88 99 111 119 127 134 8.6
만화
* 출처 : ICv2(2011～2016), PwC(2016), SNE(2012～2016), デジタルコンテンツ協会(2016)
** 디지털 만화시장은 e-Book시장에 중복 포함됨

[그림 2-36] 한국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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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의 활성화로 문학, 소설분야의 개인출판이 성장세를 보이는
트렌드를 넘어 개인이 앱으로 만화를 출판하는 플랫폼도 등장함에
따라 향후 한국 디지털 만화는 2020년 까지 연평균 성장률 8.6%를
기록하며 1억 3,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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