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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작토대 강화·수익화 증대로

웹툰 콘텐츠 가치 확장하는 전략 필요

웹툰, 디지털경제시대 만화시장의 새로운 콘텐츠·미래 먹거리로 부상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콘텐츠산업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 문화콘텐츠가

오프라인 매장이나 고립형 매체로 소비되었다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모바일·웹 등

에서 자유롭게 어디서나 아무 때나 소비되는 시대가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의 ‘홈코

노미’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시장은 더욱 급성장하고 있으며, 그중 웹툰의 성장이 주목

받고 있다.

세계 만화시장의 시계열 변화를 보면, 전체 시장이 2013년 이후 꾸준한 성장을 유지

하고 있다(2013년 6,942 백만 달러, 2022년 7,274 백만 달러). 그중 세계 만화시장

에서 웹툰 비중이 2013년 7.4%에서 2017년 12.8%, 그리고 2022년 18.5%로 급증

하고 있어 웹툰이 미래 만화시장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내용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림 1] 전체 만화 중 웹툰 비중의 증가(2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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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공정화·분업화, 플랫폼화, 에이전시 급증 등 웹툰 산업생태계 진화 중

웹툰 유료화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하면서 웹툰의 산업화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 웹툰 

유료화 성공에 따라 웹툰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 웹툰 제작자 수의 급증과 상호 경쟁 

가속, 그리고 전문화 등 웹툰 산업생태계에 새로운 관행과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첫째, 웹툰콘텐츠 간 경쟁으로 웹툰 제작의 공정화와 분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콘텐츠 

경쟁 심화에 따라 웹툰 작업량이 증가하면서 1인 작가 중심에서 팀 형태로 제작 공정

이 다층화되고 있다. 창작 그룹 내에서도 다양한 관계가 형성 중이다. 둘째,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웹툰 채널을 론칭하면서 이들 대형 플랫폼과 웹툰 

전문 플랫폼(레진코믹스, 봄툰, 탑툰 등)이 병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웹툰 제작의 정교화, 웹툰 제작과 플랫폼 간의 관계 설정 등으로 종래 에이전시

의 역할 변화가 두드러진다. 에이전시는 2017년 32개에서 2019년 217개로 약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욱이 에이전시가 웹툰 창작자를 관리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

접 웹툰 제작도 시작하며 웹툰 제작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그림 2] 웹툰 산업생태계의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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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국 웹툰 사업체·종사자 60% 이상 집중 … 규모는 경기보다 영세

웹툰산업은 서울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2018년 기준 서울 웹툰의 전국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 60.5%, 종사자 수 기준 61.6% 등이며, 경기도는 각각 21.9%, 34.1% 

등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 집중도가 경기의 2~3배 가까이 될 정도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웹툰은 최근 사업체 규모를 확대 중이지만, 경기 웹툰보다 영세한 편이다. 서울 

웹툰의 평균 종사자 수는 2014년 6.9명에서 2018년 8.2명으로 웹툰기업의 규모가 

약 1.3명 늘어났다. 하지만 경기 웹툰의 평균 종사자 수와 서울 종사자 수를 비교해 

보면, 같은 시기에 경기도는 각각 10.9명, 12.6명으로 서울 웹툰보다 기업 규모가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이 판교 등에 위치하는 데 

따라 관련 중견업체도 그 인근에 소재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 웹툰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서울 집중도에도 불구하고, 경기보다 규모가 

영세하여 산업생태계 변화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단위: 명)

[그림 3] 서울과 경기의 웹툰 평균 종사자 수(2014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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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에서 다양한 웹툰 콘텐츠가 생산·확장되도록 4대 전략 추진 필요

서울시는 서울에서 다양한 웹툰 콘텐츠가 생산되고 해당 웹툰이 다양한 경로로 콘텐

츠 가치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먼저 ‘창작 토대 강화’

와 ‘콘텐츠 수익화 증대’ 등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웹툰 인재 양성’, ‘다양한 IP 순환 촉진’, ‘협업 환경 조성’, ‘해외 진출 촉진’ 등 4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림 4] 서울시 웹툰산업을 위한 정책 방향 

① 웹툰 지망생·현업작가·PD 대상 교육과정 운영으로 웹툰 인재 양성

웹툰산업에서 인재양성 지원이 필요한 집단은 비웹툰을 전공한 작가 지망생, 현업작

가, 웹툰PD 등 세 집단으로 확인됐다. 웹툰 제작 집단에서 웹툰 관련 고등학교나 대

학교 졸업생과 달리 비웹툰 전공자인 작가 지망생은 웹툰 관련 기술 역량 강화와 스

토리/기획 같은 내용적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업작가의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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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적응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웹툰산업에서 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웹툰PD 인력난이 심각하다. 웹툰PD는 

창작자와 플랫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웹툰PD는 산

업생태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PD 공

급이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숙련으로 웹툰PD의 종합

적 능력을 기르고, 현장에 단기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 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오리지널 콘텐츠 지적재산권 확보·다각화 … 창작자 간 교류 강화

웹툰 콘텐츠의 개발과 수익 증대 여부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지적재산권(IP)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 최근 들어 에이전시와 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 IP 대량 구매로 

인하여 중소 작가/제작사의 오리지널 콘텐츠 접근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독점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웹툰, 웹소설, 웹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웹툰 창작자 간

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창작자 간 교류로 상호 아이디어 교환, 새로운 장르 개발 

타진, 최근 다른 콘텐츠의 유행 흐름 파악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

다. 개별 창작자 간 상호교류 기회 확대는 플랫폼이나 출판사 같은 유통사에 대한 창

작자의 의존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정 내용

웹툰 지망생(비웹툰 전공자)

- 디지털 베이직툴(포토샵, 클립스튜디오 등)

- 채색

- 웹툰에서 기획/스토리 짜기

현업 작가
- 디지털 베이직툴

- 채색

PD 입문

- 매니지먼트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 홍보마케팅 스킬, 계약서 

작성하기

- 플랫폼 특성과 기획서 협의 방식에 대한 이해

- 다양한 지적재산권(IP) 콘텐츠의 탐색 및 발굴

[표 1] 웹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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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웹툰애니타운(가칭) 조성 계기 제작자 등 관련 주체 협업환경 조성

웹툰 제작자와 웹툰 제작자, 제작자와 에이전시/플랫폼, 제작자와 투자자, 그리고 웹

툰과 다른 콘텐츠산업 간의 상호교류와 협업을 증진하려면 공간적 인접성이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현재 조성 중인 애니타운에 웹툰산업 전용공간과 다른 산업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웹툰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애니타운이라는 명칭보다는 ‘상상타운’(가칭) 또는 ‘웹툰애니타운’(가칭)으로 명칭 변

경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애니타운계획 내에 웹툰공간 구상

④ 콘텐츠마켓 확장·해외 한류거점공간 활용 등으로 국내외 진출 지원

서울시는 웹툰콘텐츠의 수익을 확대할 목적으로 국내 마케팅 지원과 해외 수출 지원

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서울의 대표적인 콘텐츠 마켓인 SPP(Seoul 

Promotion Plan)에서 웹툰산업 영역을 확장·심화할 필요가 있다. 이 콘텐츠 마켓에 

웹툰 전용 섹션을 확대하고, 국내·외 드라마 제작사에 셀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서울시는 서울 웹툰의 해외 저변 확대를 위하여 중앙정

부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서울 웹툰이 해외 한국문화원, 세종학

당, K한류 체험관 등 해외 한류문화체험 거점공간에서 상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셋째, 해외의 다양한 문화 취향을 반영하는 테마가 있는 콘텐츠 공모전을 추진

하고 이 공모전에 결부하여 해외 전문번역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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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사회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도 생산방식의 디지털

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상품이 등장하는 디지털 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문화 

콘텐츠 소비 영역에서도 디지털 경제가 진전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 

상품이 개발, 상품화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터섹(Tercek, 2015)은 ‘증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모든 것은 ‘증발되고(vaporized)’ 있다. 가령 콘텐츠산업에서는 기

기의 증발(종이책, 단말기, TV, 라디오 등), 소매의 증발(레코드판매점, 비디오대여점, 

만화방 등), 대중의 증발(매스미디어의 하락, 1인 미디어의 출현 등), 노동의 증발(AI

등 콘텐츠 생산에서 인간의 노동 감소) 등을 목격할 수 있다. 즉 디지털 경제에서 개

인은 자신이 선호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마음 내기는 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소비자는 도서에서 e-book, 웹진, 웹소설 등으로. 출판만화가 아

니라 웹툰으로, 드라마에서 웹드라마로 소비 행태를 바꾸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디지

털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1) 코로나19 상황에서, 집에서 여가생활을 즐기는 ‘홈코

노미’로 인하여 예견되었던 디지털 콘텐츠시장의 확대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2).

1) 콘텐츠산업 중 출판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2019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만화 3.6%, 애니메이션 

7.2%, 캐릭터 8.3%, 게임 5.5%)(한국콘텐츠진흥원, 2020f).

2)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영화, 공연, 관광 등 야외 활동이나 오프라인 장소 사용이 힘들어지면서 여가시간 중 

콘텐츠 이용 비율이 코로나 이전 45.1%에서 이후 54.8%로 증가했으며, 콘텐츠 이용 방식도 온라인/모바일 콘텐츠 
이용이 증가했다. 그 기간 동안 온라인/모바일 콘텐츠 이용 비중이 54.8%에서 69.1%로 증가했다(한국콘텐츠진흥
원, 202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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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영환(2020)의 내용을 일부 수정

[그림 1-1] 디지털콘텐츠의 성장

특히, 여러 디지털 콘텐츠 중에서 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4년 동안(2013~2017) 세계 웹툰시장의 연평균 증가율은 12.9%로 높은 성장 추세를 

보였다.3) 또한, 향후 5년 동안(2017~2022)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웹툰의 연평균 증

가율은 8.1%로, 전체 11개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5위를 점하고 있어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1-2] 참고).

한편, 웹툰시장의 지속 증가 추세에서 우리나라 웹툰의 해외 진출도 왕성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네이버 웹툰이 전 세계 100개국 만화앱 

순위 1위를 보였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10~11). 우리나라 웹툰의 세계 지배력

은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020년 말 미국 내 약 240개 오리지

널 시리즈 중에서 미국 창작 140~150개를 제외한 대다수는 한국 웹툰이었다(콘텐츠 

진흥원 2020a; 166). 또한, 일본 안에서도 네이버 계열 라인망가와 카카오 관련 픽코

마다가 일본 웹툰 시장을 선두를 다투고 있다(이데일리, 2020.10.29.). 

우리나라 웹툰은 세계 경쟁력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출판만화보다 창작자 고수익을 

보장하고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3)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전세계 5위 규모(386억 달러)로 연평균 8.4%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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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목 받고 있다.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 활동 작가이긴 하지만, 2019년 네이

버 웹툰에서 활동하는 신인 작가의 연평균 수익은 1억 6천만 원이었으며, 작가의 

84%가 연간 5천만 원 이상, 62%는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4)

(단위: %)

주: 이 그래프의 디지털만화 항목이 웹툰에 해당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13)

[그림 1-2] 디지털콘텐츠 분야별 연평균성장률 전망(2017-2022, CAGR)

시기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출판 

만화
6,430 6,298 6,300 6,318 6,223 6,177 6,121 6,058 5,990 5,929 

웹툰 512 607 703 812 912 1,012 1,107 1,193 1,273 1,345 

웹툰% 7.4 8.8 10.0 11.4 12.8 14.1 15.3 16.5 17.5 18.5

[표 1-1] 만화·웹툰의 세계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주 1: 2017년까지 관측치, 2018년 이후는 전망치

주 2: 2017년에서 2022년 기간 CAGR는 전체 만화 0.4%, 출판만화 –1.0%, 웹툰 8.1%

자료: ICv2(2013~2017), PwC(2018); 한국콘텐츠진흥원(2021) 재인용 수정

4) 2019년 ‘제4회 네이버 서비스 밋업’ 행사에서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네이버웹툰 정식 연재 및 미리보기를 

진행한 한국 작가 359명의 수익(원고료, 미리보기 수익, 광고 등)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작가의 
평균 연수익 3억 1천만 원이었으며, 상위 20위 작가 평균 수익 17억 5천만, 신인 작가 1억 6천만 원이었다(이투데
이, 2019.9.24., “네이버웹툰 연재 작가 ‘TOP 20’ 연평균 수익 17억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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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1) 수정

[그림 1-3] 전체 만화 중 웹툰 비중의 증가(2013~2022)

그러나 웹툰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해외 콘텐츠와의 경쟁, 무료 콘텐츠의 

증가,5) 플랫폼 독점 등 새로운 위협 요인도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정부

는 「콘텐츠산업진흥계획」, 「콘텐츠산업 중장기 정책비전(2017.12)」, 「만화산업발전

계획(2019.10)6)」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상상산업’으로 통칭하고 애니타

운 조성, 상상산업 전문인력 육성(콘텐츠 전문 프로듀서, 국제행사 코디네이터)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 사업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디지털경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고 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 연구는 디지털콘텐츠산업 중에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웹툰산업의 산업생태계의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고 서울시의 역할을 제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경제 시대 웹툰시장의 성장과 위상은 어떠한가?

둘째, 전통적인 출판만화와는 다른 웹툰산업의 산업생태계 변화와 특성은 무엇인가? 

산업생태계의 주력인 창작자(웹툰작가, 제작사), 플랫폼, 에이전시 등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또한, 콘텐츠의 개발, 사업화, 사업의 확장 등에서 어려운 점은 무

5) 주요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인 Gen Z(16~23세) 다수가 무료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어 유료 콘텐츠시장의 확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 세대의 54%가 밈 콘텐츠를, 52%가 재미있는 영상(funny video)을 시청하고 있다(GWI 2020, 

이영환, 2020. 재인용).

6) 이번 만화산업발전계획은 웹툰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발전계획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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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 

셋째, 웹툰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2_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인 웹툰산업은 상상산업에 속한다. 콘텐츠산업은 콘텐츠산업의 내용과 

전달 매체에 따라 전통콘텐츠산업, 상상산업, 스마트콘텐츠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상상산업은 기술 면에서 전통콘텐츠산업과 스마트콘텐츠산업의 중간에 존재하는 

산업이다. 상상산업은 책, 잡지, TV 등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통산업에 비해서는 

장소 비고정적인 성격을 띤다. 한편, 상상산업은 스토리나 영상을 전달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상상산업은 모바일/웹에서의 상호작용과 고도의 영상기술(가상현

실, 증강현실 등)에 기반을 둔 스마트콘텐츠산업보다 1인 이용자 혼자 이용하는 콘텐

츠에 해당한다. 

[그림 1-4] 콘텐츠산업의 분류와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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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분석, 통계분석, 심층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분석으로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웹툰산업의 시장 현황, 산업생태계의 주요 행위자,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서울 상상산업과 웹툰산업 현황 분석을 위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대신에 콘텐츠산업통계 분류를 이용하

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상

상산업의 제작과 유통을 구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웹툰과 출판만화도 구분하지 않

고 있다.7) 이 연구에서는 상상산업의 하위 분야별 구분이 명확하고 웹툰과 출판만화

를 분리하여 집계하는 콘텐츠산업 통계 분류를 이용하였다([표 1-2] 참고).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출판만화

제작

만화

만화출판업 만화출판사, 일반 출판사

만화책 임대업
만화임대(만화방, 만화카페 등), 

서적임대 대여(만화부문)

유통
만화 도소매업

만화서적 및 잡지류 도매, 만화서적 및 

잡지류 소매

웹툰
제작

만화 온라인만화유통업

인터넷/모바일 만화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유통 인터넷/모바일 만화콘텐츠 서비스

애니메이션

제작
애니

메이션

애니메이션 제작업

애니메이션 창작 제작

애니메이션 하청 제작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애니메이션 유통 및 

배급
애니메이션 유통, 배급 및 마케팅, 홍보

캐릭터

제작

캐릭터

캐릭터 제작업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

캐릭터상품 제조업

유통 캐릭터상품 유통업
캐릭터상품 도매업

캐릭터상품 소매업

[표 1-2]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른 상상산업 세부 업종 범위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출판만화와 웹툰의 제작이 만화출판업(58112)으로 통칭되어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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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웹툰산업생태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생태계의 주요 행위자를 식

별하고 행위자의 활동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표 1-3] 

참고). 웹툰 역시 다른 콘텐츠산업과 마찬가지로 기획, 제작, 유통, 다른 콘텐츠로의 

다각화 등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웹툰 창작자인 작가와 유통을 담당하는 플랫

폼사 관계자를 인터뷰하였다. 또한, 창작과 유통의 중간 역할을 수행하는 에이전시도 

인터뷰에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웹툰이 상품화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협회와 

캐릭터 협회의 관계자를 인터뷰하였다.

구분 연령 분야 일시

작가

 A 40대 액션 3/18

B 30대 로맨스 3/19

C 40대 액션 4/1

D 20대 예비작가 3/31

에이전시 A 40대 제작, 기획 3/19

플랫폼
A 40대 편집부, 계약 3/31

B 30대 편집부 4/1

애니메이션 A 50대 협회 3/30

캐릭터 A 40대 협회 3/31

[표 1-3] 인터뷰 대상자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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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성장과 웹툰

1_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성장

1) 글로벌 디지털콘텐츠 시장 

2017년 기준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8)은 전년대비 13.0% 성장하여 1조 7,820억 달

러의 시장규모다. 무선인터넷의 보급 가속화, UHD, 5G 무선인터넷 보급 가속화, 인

공지능, AR·VR 등 기술융합 콘텐츠가 우리의 일상에 구현되면서 디지털콘텐츠 시장

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또한 전세계인의 소비활동과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의 이용은 필수불가결한 관계이다. 새로운 기술들이 소비활동에 접목되면서 디지

털콘텐츠를 소비하는 활동의 영역도 다양해지고, 소비증가로 인한 산업의 발전 가능

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2018)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11.7%의 高성장세를 유지하며 2022년에는 3조 99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 국외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에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하였다.

  · 각 산업별/국가별 시장규모는 2017년을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의 시장규모 
추정, 전망치는 시장조사, 데이터수집, 이동평균법, CAGR 등을 활용한 통계모델링 및 검증과정과 더불어 PEST
(정치, 경제, 사회, 기술)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 14개 디지털콘텐츠 분야는 실감형콘텐츠, e-learing, 디지털유통플랫폼, 디지털음악, 디지털만화, 디지털광고, 
디지털게임, e-book, 디지널정보콘텐츠, 디지털콘텐츠솔루션, 디지털애니메이션,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영화, 디지털방송이다. 

  ·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시장규모는 PwC의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8-2022’을 기반으로 
e-Book, 음악, 방송, 영화, 광고, 게임 등의 가용시장의 시장규모를 산출함. PwC 자료로 산출할 수 없는 분야는 
산업별 주 자료원과 보조 자료원을 기반으로 시장도출을 하거나 모델링을 통해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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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11)

[그림 2-1]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와 전망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를 추정(PwC, 2017년 기준)한 결과, 미국이 가장 큰 시

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중국, 일본, 영국, 한국 순이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

부, 2018).

2022년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미국이 4,571억 달러, 중국은 2,237억 달러, 일본 

1,209억 달러, 영국 598억 달러, 한국 576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

장률(CAGR)은 중국이 9.4%로 성장세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한국(8.4%), 미국

(7.1%), 영국(7%), 일본(4.9%)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보고서 재구성

[그림 2-2]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와 전망(2013~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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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콘텐츠산업 동향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9)과 관련된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이다. 이 조사는 전통 콘텐츠산업 분야인 출판, 만화, 음

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대해 사업

체와 종사자 부문을 조사하고 있다. 국내에는 디지털콘텐츠 관련하여 통계조사는 정

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16 디지털콘텐츠 산업통계 실태조사」가 있으나, 이

후 정기적으로 발간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의 자료를 통해 디

지털콘텐츠 산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8년의 콘텐츠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의 비중을 전국, 서울, 경기 지역으로 구

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콘텐츠산업 11개 업종 중 게임산업을 제외하고는 서울이 

경기보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만화, 음악, 캐릭터 산업은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다. 게임산업의 사업체 수 비중은 서울이 20.2%, 경기가 

22.2%이며, 게임업 종사자 수 비중은 서울이 32.5%, 경기가 34%로 서울이 경기보다 

비중이 낮다. 

(단위: 개, %)

구

분
전체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서

울

34,725 10,238 1,679 8,270 2,694 727

(33.0) (41.0) (25.3) (23.2) (20.2) (53.1)

경

기

20,802 4,741 1,397 7,478 2,961 220

(19.8) (19.0) (21.1) (21.0) (22.2) (16.1)

전

국

105,299 24,995 6,628 35,670 13,357 1,36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

분

애니

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서

울

355 782 4,366 870 3,371 1,373

(69.7) (68.8) (60.2) (34.3) (34.7) (64.8)

경

기

74 96 635 826 2,042 332

(14.5) (8.4) (8.8) (32.6) (21.0) (15.7)

전

국

509 1,137 7,256 2,534 9,724 2,12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1] 2018년 지역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 현황

자료: 국가통계포털,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8) 가공

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특수분류체계에 따르며, 지식정보산업에는 e-learning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업이 포함된다. 콘텐츠솔루션산업은 콘텐츠
솔루션업(저작툴, 콘텐츠보호, 모바일솔루션, 콘텐츠관리시스템, 과금/결제 등), 컴퓨터그래픽스 제작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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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산업 중에서 애니메이션의 사업체와 종사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서울의 사업

체 수는 355개로 전국의 69.7%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는 4,008명으로 전국의 74.5%

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74개로 전국의 14.5%, 종사자 수는 695명으로 

전국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명, %)

구

분
전체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서

울

340,363 76,664 4,751 25,452 27,812 12,998

(53.5) (50.1) (44.2) (33.1) (32.5) (42.1)

경

기

128,888 40,158 2,794 13,563 29,093 6,204

(20.3) (26.2) (26.0) (17.6) (34.0) (20.1)

전

국

635,877 152,994 10,761 76,954 85,492 30,8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구

분

애니

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서

울

4,008 40,561 56,635 16,473 53,006 22,002

(74.5) (80.7) (80.0) (45.4) (61.3) (74.6)

경

기

695 3,055 3,978 11,011 13,685 4,651

(12.9) (6.1) (5.6) (30.3) (15.8) (15.8)

전

국

5,380 50,286 70,827 36,306 86,490 29,5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2] 2018년 지역별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 현황

자료: 국가통계포털,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8) 가공

콘텐츠산업 11개 분야의 2018년도 매출액을 살펴보면, 출판이 20조 954억 원으로 

매출액 규모가 가장 컸고, 그다음은 음악이 19조 762억 원, 영화 17조 212억 원 순

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만화는 16조 291억 원, 애니메이션은 5조 95억 원, 캐릭

터는 6,29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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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포털,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8)

[그림 2-3] 콘텐츠산업 매출액(2018)

콘텐츠산업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와 평균 매출액의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서울

의 평균종사자 수와 평균 매출액은 경기도와 전국 평균치보다 높다. 2014년 서울은 

사업체당 8.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경기도는 5.9명, 전국은 5.4명이며, 서울의 평

균 매출액은 약 18.9억 원으로 전국 매출액(8.9억 원)보다 두 배가량 높다. 서울의 

콘텐츠산업은 2014년과 비교하여 2018년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와 사업체당 매출액 

모두 증가하며, 사업체의 규모가 커졌다. 서울의 평균 종사자 수는 2014년 8.6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증가하였고, 평균 매출액도 2014년 18.9억 원에서 2018년 22.3

억 원으로 늘어났다. 

  (단위: 명, 백만 원)

2014 2018

서울 경기 전국 서울 경기 전국

평균 종사자 수 8.6 5.9 5.4 9.8 6.2 6.0

평균 매출액 1,893.4 843.5 899.0 2,228.7 1,224.5 1,134.7

[표 2-3] 콘텐츠산업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와 매출액 지역별 비교(2014년, 2018년) 

자료: 국가통계포털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4, 2018)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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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의 수출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4년 

약 53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96억 달러로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 수출

액 중 게임이 64억 달러(6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캐릭터가 

7.4억 달러(7.7%), 지식정보 6.3억 달러(6.6%) 순으로 수출 규모 비중이 높았다.

자료: 국가통계포털,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4~2018) 

[그림 2-4] 콘텐츠산업 수출액 규모 변화(2014~2018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

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

정보

콘텐츠

솔루션

수출액 249 41 564 6,411 42 175 478 61 745 634 215

비중 2.6 0.4 5.9 66.7 0.4 1.8 5 0.6 7.7 6.6 2.2

[표 2-4] 콘텐츠산업 분야별 수출액(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국가통계포털,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8) 가공

2019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10)에 따르면, 매출액은 출판업이 10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방송 8.8조 원, 지식정보 8.3조 원 순으로 높고, 캐릭

터 6.2조 원, 만화 0.6조 원, 애니메이션 0.3조 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2019년 상반기 콘텐츠산업의 수출액 규모는 게임이 3.3조 원(전체의 69.2%)으

10) · 콘텐츠산업은 ｢콘텐츠상품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데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범위는 『콘텐츠산업 
특수 분류체계』에서 정의된 11개 분야(출판, 만화, 음악(공연포함),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를 기준으로 하였다.
   · 2,50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를 통해 콘텐츠 산업별 매출액, 수출액, 종사자 수의 

전체 규모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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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캐릭터산업은 3,800억 원의 수출을 하였다. 캐릭터산업의 

수출 성장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

비 28% 증가하였다. 그다음으로 애니메이션 24.5%, 방송 19.5%, 지식정보 17.1%, 

음악 13.5%로 수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9a)

[그림 2-5] 2018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세부업종의 수출액 증감률 비교

2_해외 웹툰시장의 변화

1) 세계 만화시장

세계 만화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디지털만화의 시

장규모 확대가 만화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세계 만화시장 규모는 2013년 69억 달러에서 2018년 72억 

달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약 72.7억 원의 시장규모를 차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만화(웹툰)의 시장의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 2013

년 시장규모는 5억 달러이고, 2018년에는 10억 달러로 2013년에 비해 약 두 배 가

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시장규모를 2022년까지 추정해보면, 2022년에는 13.4억 달

러로 커질 전망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도 만화 전체는 0.4% 성

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디지털만화는 8.1%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만화산업 전체

에서 디지털만화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디지털만화의 비중은 7.4%

였으나, 2022년에는 18.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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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7-’20

CAGR

만화 6,942 6,905 7,003 7,130 7,135 7,189 7,228 7,251 7,263 7,274 0.4

웹툰 512 607 703 812 912 1,012 1,107 1,193 1,273 1,345 8.1

웹툰

비중
7.4 8.8 10.1 11.4 12.8 14.1 15.3 16.4 17.5 18.5 -

[표 2-5] 세계 만화 및 웹툰 시장규모와 전망(2013~2022년)
(단위: 백만 달러, %)

주: 전체 만화=인쇄만화 + 웹툰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49쪽(ICv2(2013-2017), PwC(2018)) 재인용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국외 디지털콘텐츠 시장조사: 49쪽(ICv2(2013-2017), PwC(2018)) 재인용

[그림 2-6] 세계 만화 및 디지털 만화시장 규모와 전망 

2) 해외 웹툰시장과 주요 플랫폼 현황

(1) 일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만화시장으로 2019년 기준 시장규모가 약 45.7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 만화시장은 2018년 대비 14.3%, 2015년 대비 24.6% 성장하여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만화 ‘망가(まんが)’는 전통적인 인쇄 만화가 강세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념과 달리, 일본 만화시장은 디지털만화시장의 확대가 인쇄만화

시장의 축소를 상쇄하며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인쇄만화시장은 약 27.0억 달러에서 약 21.9억 달러로 18.9% 감소했으나 동기

간 디지털만화시장은 무려 146.3% 성장하였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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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그림 2-7] 일본 만화시장 규모(2015~2019년)

이와 같은 일본 웹툰 시장의 급격한 성장 뒤에는 네이버의 ‘라인망가(LINE マンガ)’와 

다음카카오의 ‘픽코마(Piccoma)’, NHN의 ‘코미코(Comico)’로 대표되는 웹툰 플랫

폼 기업이 존재한다. 특히 라인망가와 픽코마는 2018년 기준 일본 웹툰 시장 점유율

이 76%에 달했을 정도로 일본 웹툰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11) 일본 

대형 만화 출판사 역시 웹툰 시장으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쇄

만화보다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제공하거나 기존 인기작을 중심으로 무료 작품을 일

부 제공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형 만화 출판사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많

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인기 IP를 독점 제공한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

터·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웹툰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독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는 라인망가와 픽코마 등 신흥 플랫폼과는 달리, 기존 인쇄만화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

한 기존 IP만을 활용하고 있어 웹툰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11) 비즈니스워치, 2020. 4. 22., “세상에 없었던 플랫폼 ‘웹툰’ 새로운 K콘텐츠로 자리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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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미국의 만화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1억 6,000만 달러이며 인쇄만화가 약 

10.7억 달러(92.6%), 웹툰이 약 0.8억 달러(7.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한국

콘텐츠진흥원, 2020a). 이 수치에 따르면 미국 웹툰 시장은 매우 작아 보이지만, 미

국에서는 웹툰이 인쇄만화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일정 금액을 지

불하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구독 서비스는 웹툰 판매액으로 집계되

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웹툰 시장은 실제로는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콘텐

츠진흥원, 2020a).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그림 2-8] 미국 만화시장 규모(2015~2019년)

인쇄만화의 경우 저렴한 소책자 형태의 코믹스(comics)와 양장본 형태의 그래픽 노

블(graphic novel) 두 가지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미국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그래픽 노블은 시장 점유율이 54.4%에서 63.2%로 증가한 반면, 코믹스는 37.3%에

서 29.3%로 감소했다. 한편 동기간 디지털만화는 8.3%에서 7.9%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만화 배급이 어려워지고 온라인·비대면 환경에 익

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만화시장의 주력 소비자로 자리매김하며 디지털만화의 비중은 

향후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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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그림 2-9] 미국 만화 유형별 시장 점유율(2016~2019년)

이처럼 미국은 여전히 인쇄 중심의 만화산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와 ‘DC 코믹스(DC Comics)’ 두 개 대형 출판사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

다. 이러한 대형 출판사들은 전용 서비스를 통해 작품을 유통하고 있지만 단순히 독점 

콘텐츠를 디지털 형식으로 판매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전문 온라인·모바일 플랫폼만

큼 디지털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 잡지 ICv2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디지털만화 플랫폼은 ‘코믹솔로지(comiXology)’, ‘킨

들(Kindle)’, ‘아이북스(I-Books)’, 그리고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으로 코믹

솔로지를 제외하고는 아마존(Amazon), 애플(Apple), 구글(Google) 등 대형 온라인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ICv2, 2019. 5. 2.).

(3) 중국

중국은 2010년대 이후 중국 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만화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2016년에는 이미 웹툰 작품 수가 약 15만 부, 웹툰 작가 

수가 약 9만 명에 달했으며 웹툰 이용자 수 역시 약 7,075만 명에 이르러 전년 대비 

76.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12) 이처럼 웹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

고, 중국 만화 산업은 여전히 인쇄만화 중심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12) KOTRA 해외시장뉴스, 2015. 1. 22., “중국 웹툰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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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그림 2-10] 중국 만화시장 규모(2015~2019년)

2019년 기준 중국 만화시장 규모는 약 9.8억 달러로 추정되고, 인쇄만화는 약 9.6억

으로 전체 시장의 98.1%를 차지했으며 디지털 만화시장은 약 2.0억 달러로 1.9%만

을 차지했다. 그러나 디지털만화는 성장세가 매우 뚜렷하여 2015년 대비 약 73% 증

가하였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0a).

중국은 다른 국가들 대비 매우 많은 디지털만화 플랫폼 간 치열한 경쟁 가운데 텐센

트, 바이두, 알리바바 등 대형 플랫폼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대형 플랫폼은 높은 사용자 접근성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받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중국의 빅데이터 조사기관 ‘이관’에 따르면 2019년

을 기준으로 ‘콰이칸만화(快看漫画)’는 MAU가 무려 3,455.6만 명에 달했으며 시장 

1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텐센트동만(腾讯动漫)’, 웨이보동만(新浪动漫)’ 등 중국의 

주요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만화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그림 2-11] 중국 주요 웹툰 플랫폼 MAU 규모(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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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국내 웹툰시장의 성장 

1) 국내 웹툰의 시작

국내 웹툰 시장은 2003년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만화 속 세상’이 등장하며 시작되

었다. 2003년 이전에는 개인 홈페이지 중심으로 웹툰이 연재되었다. 2003년 ‘순정만

화(강풀 작가)’가 큰 인기를 얻으며, 장편 웹툰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영화로 

제작되면서 웹툰 IP의 순환사례의 시초를 알렸다. 2004년에는 네이버가 자사 포털에 

‘웹툰’ 탭을 추가하며 시장을 확대하였다. 다음과 네이버의 웹툰 연재 방향성(작가, 

스토리, 장르 등)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수많은 독자의 관심을 얻으며 웹툰시장에

서 크게 성장하였다. 스마트폰 출시로 네이버웹툰 앱(2010년)이 출시되고, 카카오톡

의 오늘의 웹툰(2012년 3월), 네이버 스마트툰(2012년 10월) 등이 출시되면서 웹툰

시장의 수요는 더욱 높아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9년 국내 웹툰산업 규모를 약 6,400억 원으로 산출했는

데, 이 가운데 플랫폼 산업 규모는 약 3,874억 원, 에이전시 산업 규모는 약 2,527억 

원으로 추정했다. 2019년 웹툰산업 규모는 2018년 대비 약 1,737억 원 증가하며 

37.3%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여 

국내 콘텐츠 산업 가운데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0e). 국내

에서 제작된 웹툰 작품의 누적 수는 2016년 총 5,659편에서 불과 4년 만에 2020년 

10,949편으로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e)

[그림 2-12] 국내 웹툰산업 규모(2017~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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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ebtoon Analysis Service 웹사이트(https://was.webtoonguide.com).

[그림 2-13] 국내 제작 웹툰 누적 현황(2016~2020년)

 

2) 국내 웹툰 플랫폼 현황

국내 웹툰산업에서 플랫폼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국내 플랫폼 수는 2017년 34개, 

2018년 31개, 2019년 31개였고(한국콘텐츠진흥원, 2020e), 2020년에는 총 52개로 

조사되었다.13)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무튼, 투믹스, 애니툰, 레진코믹

스 등 기존의 플랫폼과 더불어, 포스타입, 딜리헙, 만화경 총 3개 플랫폼이 신규 등장

하며 웹툰 플랫폼도 다양하게 성장 중이다. 플랫폼의 확대에 따라 신규 작품도 꾸준하

게 연재되고 있다. 2020년에 총 25개 플랫폼14)에서 총 1,470건의 신규 작품이 연재

되었다. 2016년부터 연도별 웹툰 수의 변화를 보면, 2016년이 1,859편으로 가장 많

았지만, 이후 연재 편수가 줄어들고 있다.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웹툰 수 1,859 1,759 1,390 1,519 1,470

[표 2-6] 연도별 웹툰 연재 수(2016~2020년)
(단위: 편)

자료: 한국만화영상진흥원(2021. 1. 14)

국내 주요 플랫폼에 따른 연재 작품 수를 살펴보면, 네이버웹툰이 351개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봄툰(215개), 원스토어(207개), 다음웹툰(174개) 등이 잇

따랐다.15)

1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1,1.14, 2020 웹툰 총결산

14) 포스타입 442건, 네이버웹툰 217건, 카카오페이지 143건, 다음웹툰 95건 등

15) Webtoon Analysis Service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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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연재 작품 수 플랫폼 연재 작품 수

네이버웹툰 351 투믹스 110

카카오페이지 90 봄툰 215

레진 112 원스토어 207

다음웹툰 174 코미코 114

탑툰 30 북큐브 122

[표 2-7] 국내 웹툰 플랫폼 연재 웹툰 작품 수(2021년 2월)
(단위: 개)

자료: Webtoon Analysis Service 웹사이트

한편, 웹툰의 인기척도를 나타내는 페이지 뷰16)를 보면, 2019년 기준 국내 웹툰 플랫

폼의 총페이지 뷰(PV, page view)는 약 329억 뷰로 2018년 225억 뷰 대비 무려 

29.0% 가까이 증가하였다. 국내 웹툰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플랫폼은 네이버와 카카

오에서 각각 운영하는 콘텐츠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이다. 네이

버웹툰은 연간 페이지 뷰가 약 214.5억 뷰로 전체 65.1%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는 카

카오페이지가 약 51.3억 뷰(15.6%), 레진코믹스가 15.3억 뷰(4.6%), 다음웹툰이 12.9억 

뷰(3.9%)를 차지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0a).

플랫폼 PV(뷰) PV 비율 플랫폼 PV(뷰) PV 비율

네이버웹툰 21,451.0 65.1% 버프툰 90.5 0.3%

카카오페이지 5,132.0 15.6% 미스터블루 85.0 0.3%

레진 1,530.2 4.6% 저스툰 82.6 0.3%

다음웹툰 1,293.2 3.9% 태피툰 71.3 0.2%

탑툰 1,090.7 3.3% 미소설 60.0 0.2%

투믹스 605.7 1.8% 원스토어 57.2 0.2%

봄툰 451.4 1.4% 피너툰 47.1 0.1%

무툰 216.2 0.7% 코미코 36.4 0.1%

케이툰 189.4 0.6% 폭스툰 33.0 0.1%

배틀코믹스 140.2 0.4% 기타 299.1 0.1%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e)

[표 2-8] 국내 웹툰 플랫폼 PV 추정치(2019년)

16) 측정 기간 중 해당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자들의 총페이지 조회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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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매출액의 경우 카카오페이지·다음웹툰이 1,028.2억 원으로 1위를, 네

이버웹툰이 약 644.1억 원으로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다음으로는 탑

툰(580.9억 원), 레진코믹스(345.4억 원), 미스터블루(312.9억 원) 등이 잇따랐다. 국

내 웹툰 플랫폼의 2019년 총 매출액은 약 3,8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8.0% 

성장하였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0e).

플랫폼 웹툰 부문 매출액 플랫폼 웹툰 부문 매출액

카카오페이지
1,028.2

투믹스 153.5

다음웹툰 저스툰 117.4

네이버웹툰 644.1 무툰 105.0

탑툰 580.9 피너툰 58.1

레진 345.4 리디북스 57.4

미스터블루 312.9 배틀코믹스 12.0

봄툰 251.9 미소설 9.5

태피툰 160.0 폭스툰 2.3

[표 2-9]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 매출액 추정치(2019년)
(단위: 1억 원)

주: 매출액 추정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웹툰 플랫폼의 트래픽과 매출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로 실제 매출액과는 차이를 보임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e)

국내 페이지 뷰 1위 플랫폼인 네이버웹툰의 매출액은 2017년 340.9억 원, 2018년 

722억 원이었으며 2019년에는 매출액 1,610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123% 급증

했다.17) 이러한 매출 증가의 원인으로는 이미 성공적으로 안착한 일본·대만·인도네

시아 시장에 더해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이 지목되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기준 북미 지역의 ‘웹툰’ 플랫폼 유료 콘텐츠 소비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구매

자당 결제 금액이 2배 이상 성장하며 글로벌 전체 거래액이 60% 성장하여 해외 비중

이 전체 거래액의 약 20%를 차지했다.18)

17) Webtoon Analysis Service 웹사이트 (https://was.webtoonguide.com)

18) 이데일리, 2020. 3. 31., “‘글로벌 확장’ 네이버웹툰, 연매출 1610억…2배 이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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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ebtoon Analysis Service; 이데일리(2020. 3. 31.)

[그림 2-14] 네이버웹툰 연간 매출액(2017~2019년)

‘기다리면 무료’ 유료화 서비스를 안착시켜 적극적으로 활용 중인 카카오페이지는 

2020년 매출액이 약 2,9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8% 가까이 성장했으며 2017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네이버웹툰과 달리 카카오페이지는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픽코마의 매출을 수치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료: 카카오 웹사이트(https://www.kakaocorp.com)

[그림 2-15] 카카오페이지 연간 매출액(2017~2020년)

3) 국내 웹툰 에이전시 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웹툰 에이전시는 2017년 32개에서 2018년 61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2017년 대비 약 7배인 217개로 급증했다. <웹

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응답한 에이전시의 매출 규모 역시 2019년 기준 약 2,527억 

원으로 추정되어 2017년(1,377억 원), 2018년(2,048억 원)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에이전시별 종사자 수의 경우 2019년 기준 10명 이상 50명 미만

(48.7%), 10인 미만(43.6%), 50명 이상(2.6%)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

국콘텐츠진흥원, 202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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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에이전시 수 32 61 217

[표 2-10] 국내 웹툰 에이전시 수(2017~2019년)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2018, 2019, 2020년)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2019, 2020년)

[그림 2-16] 국내 웹툰 에이전시 연간 매출액(2018~2019년)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2019, 2020년)

[그림 2-17] 국내 웹툰 에이전시 종사자 수(2018~2019년)

4) 국내 웹툰 수출 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한국 만화산업 수출액은 약 3,113

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36.8%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콘텐츠진흥

원, 2020c). 특히 2019년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해외 웹툰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며 

국내 웹툰 사업체의 글로벌 거래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웹툰 수출이 

더욱 본격화되었다.19)

19) 뉴시스, 2020. 8. 29., “新한류 ‘웹툰’ 작년 1조 원 수출…네이버·카카오 주도”



28

02

디
지
털
콘
텐
츠
 시
장
의
 성
장
과
 웹
툰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9a); 한국콘텐츠진흥원(2020c)

[그림 2-18] 국내 만화 산업 수출 규모(2018~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응답 업체

의 수출액은 평균 약 102.6만 달러로 전년 56.5만 달러 대비 81.6% 가까이 증가하였

으며 평균 수출 작품 수 역시 56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하였다. 응답 업체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30.3%), 중국(23.9%), 북미(13.7%)였다. 단 웹툰 플랫폼의 경우 중국

(32.0%), 북미(26.3%), 대만(20.5%) 수출 비중이 높았으며 에이전시는 일본(33.0%)

과 중국(22.7%)을 필두로 수출국 간 비중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구분
수출액(달러) 수출 작품 수(평균)

2018 2019 2018 2019

전체 565 1,026 14 56

플랫폼 759 4,429 25 358

에이전시 482 663 10 13

[표 2-11] 국내 웹툰업체 수출 규모(2018~2019년)
(단위: 1천 달러, 건)

주: 사례수는 2018년 26개(플랫폼 7개, 에이전시 19개), 2019년 32개(플랫폼 4개, 에이전시 28개)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2019~2020);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e, 2020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구분
사례

수

해외 수출국가별 비중 평균

일본 중국 북미

인도

네시아

/말레

이시아

태국 유럽 대만
베트

남
기타

전체 32 30.3 23.9 13.7 11.8 7.8 5.7 4.5 1.2 0.6

플랫폼 4 18.3 32.0 26.3 0.0 0.5 0.0 20.5 0.0 0.0

에이전시 28 32.0 22.7 11.9 13.4 8.8 6.5 2.2 1.4 0.7

[표 2-12] 국내 웹툰업체 해외 수출국가별 비중(2019년)
(단위: %)

주: 전체 수출액을 100%로 두고 업체별로 산출한 비중을 평균한 값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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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웹툰 작가 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웹툰 작가 수는 전체 3,438명으로 독점 작가 수

가 1,692명, 비독점 작가 수가 1,746명이었다. 이때 독점 작가란 독점 작품만을 연재

하는 작가를, 비독점 작가는 비독점 작품을 연재하는 작가를 의미한다. 국내 웹툰 작

가 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299명에서 5,09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독점 작가는 약 76.6%, 비독점작가는 약 180%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7년 이후로 

2018년에는 4,684명, 2019년에는 3,438명으로 작가 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 웹툰 플랫폼별 평균 180명의 작가(독점작가 82명, 비

독점 작가 98명)가 활동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0e).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e)

[그림 2-19] 국내 웹툰 작가 수(2015~2019년)

<에이전시 관계자>

플랫폼 독점 연재하는 작가와 비독점 작가의 비율은 보통 50%인 것 같다. 우리 같은 제작사도 

작품을 만드는데 최우선순위를 플랫폼과 독점계약을 하는 걸 목표로 잡는다. 독점계약이 실패했을 

때 여기저기 돌리는 작품이 되는 건데, 제작사와 작가님들은 독점계약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여러 곳에서 팔되, 플랫폼에서 관심을 안 주는 작품과 독점계약을 하되 플랫폼에서 관심을 가지는 

작품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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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작가

비독점

작가

전체

작가
플랫폼

독점

작가

비독점

작가

전체

작가

네이버웹툰 321 1 322 미스터블루 76 202 278

카카오페이지 214 162 376 원스토어 8 227 235

레진코믹스 335 6 351 피너툰 71 108 179

다음웹툰 142 155 297 코믹GT 3 2 5

탑툰 152 113 265 버프툰 89 6 115

투믹스 203 153 356 피키캐스트 46 5 51

케이툰 15 155 170 마녀코믹스 14 42 56

배틀코믹스 53 121 174 조아라 0 155 155

봄툰 171 209 380 북큐브 29 187 216

코미카 48 100 148 레알코믹스 5 58 63

저스툰 86 159 245 와우코믹스 4 28 32

코미코 15 102 117 스푼코믹스 0 18 18

폭스툰 27 48 75 엔씨코믹스 4 1 5

[표 2-13] 플랫폼별 웹툰 작가 현황(2019년)
(단위: 명)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e)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가 조사한 국내 웹툰 작가의 

72.0%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특히 남성(75.5%)과 40대 

이상(77.6%)인 경우 수도권 거주 비중이 높았다. 

구분 사례수(명) 서울/경기/인천 그 외 지역

전체 635 72.0 28.0

성별
남성 249 75.5 24.5

여성 386 69.7 30.3

연령

20대 이하 223 65.9 34.1

30대 305 74.4 25.6

40대 이상 107 77.6 22.4

[표 2-14] 연령별 국내 웹툰 작가 수(2020년)
(단위: 명,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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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소설 통계

웹소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소설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 PC통신 문학과 

2000년대 인터넷 소설을 거쳐 2013년 이후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본격적으로 플랫

폼 기반의 시장을 형성하며 현재의 웹소설 시장이 형성되었다. 기존 인터넷 소설과 

오늘날의 웹소설을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수익 창출 방식이다. 인터넷 소설은 최

종적으로 인쇄 매체로 출간되어야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지만, 웹소설은 온라인 플

랫폼에서 독자가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며 발생하는 수익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산에 따르면 2018년 웹소설 시장규모는 약 4,000억 원(전망

치)으로 2014년 약 200억 원 규모에서 40배 이상 급성장하였다.20) 나아가 웹소설 

업계에서는 2020년 시장규모가 6,0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21)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에서 총 40개 플랫폼 업체가 영업하고 

있었으며 조사된 플랫폼 15개 가운데 53.3%가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었다. 또한 조

사에 응답한 9개 플랫폼은 2016년 기준 평균 1,930편의 유료 웹소설과 6,181편의 

무료 웹소설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4,335명의 작가가 등록되어 있었다(한국콘텐츠진

흥원, 2018). 국내 웹소설 이용자들은 주로 카카오페이지(68.7%), 네이버 시리즈

(47.5%), 그리고 네이버 웹소설(44.3%) 플랫폼으로 웹소설을 감상했으며 유료 결제 

이용자가 72.4%에 달했다. 유료 결제 이용자의 경우 월 1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

(34.3%), 5천 원 이상 1만 원 미만(22.8%), 5천 원 미만(17.5%) 순으로 높아 소액결

제자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0d).

구분 평균 최솟값 최댓값

등록 유료 웹소설 1,930편 30편 6,000편

등록 무료 웹소설 6,181편 0편 54,000편

등록 작가 수 4,335명 5명 32,000명

주: 국내 40개 플랫폼 업체가 발굴되어 15개 업체가 조사에 응했으며 플랫폼 현황 관련 응답업체는 9개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8)

[표 2-15] 국내 웹소설 플랫폼 현황(2016년)
(단위: 편, 명)

20) 더스쿠프, 2020. 6. 19., “한편에 100원 웹소설, 사이다처럼 톡 쏘긴 하지만…”

21) 서울경제, 2021. 1. 12., ““대박 웹소설 잡자” 플랫폼 ‘쩐의 전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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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울 웹툰산업의 특성

1_서울 웹툰산업의 성장

1) 서울 상상산업

서울시의 상상산업으로 통칭되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의 세부 업종 

별 사업체와 종사자 수를 콘텐츠산업조사22)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서울시 상상산업의 사업체 수는 2,904개로 전국 대비 30.0%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

는 25,233명으로 전국 대비 48.1%를 차지하며, 매출액은 6.5조 원으로 전국 대비 

46.8%를 차지한다. 상상산업을 제작업과 유통업으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유통업 보

다는 제작업의 전국 대비 비중이 더 높다. 서울의 상상산업 제작업의 사업체 수는 933

개, 종사자 수는 14,430명, 매출액은 3.7조 원이며,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52.1%, 

53.6%, 50.6%로, 전국 대비 비중이 상상산업 전체보다 제작업이 훨씬 높다. 

전체 제작업 유통업

서울시 비중(%) 서울시 비중(%) 서울시 비중(%)

사업체 수(개) 2,904 30.0 933 52.1 1,971 25.0 

종사자 수(명) 25,233 48.1 14,430 53.6 10,803 42.3 

매출액

(십억 원)
6,504.3 46.8 3,744.1 50.6 2,760.2 42.5

비중: 전국(=100) 대비 비중

자료: 국가통계포털,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8) 가공

[표 3-1] 서울시 상상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현황(2018년)

 

22) 상상산업은 만화(웹툰: 온라인 만화, 전통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업종은 아래와 같다.
 - 전통만화: 제작업(만화출판사, 일반 출판사), 유통업(만화임대, 서적임대대여, 만화서적 및 잡지류 도/소매)

 - 웹툰: 제작업(인터넷/모바일 만화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 유통업(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서비스
 - 애니메이션: 제작업(애니메이션 제작업), 유통업(애니메이션 유통 및 배급업, 온라인 애니메이션 유통업) 
 - 캐릭터: 제작업(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 캐릭터상품 제조업), 유통업(캐릭터상품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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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시 상상산업 유통업의 사업체 수는 1,971개, 종사자 수는 10,803명, 매출

액은 2.8조 원이며,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25.0%, 42.3%, 42.5%를 차지한다. 

서울시 상상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대비 사업체와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세부업종은 애니메이션으로, 사업체 69.7%, 종사자 수는 74.5%, 매출액

은 73.5%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웹툰의 비중이 높은데, 전국 대비 사업체 수는 

60.5%, 종사자 수는 61.6%, 매출액은 59.7%를 차지한다. 

상상산업 사업체의 2014년과 2018년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서울의 상상산업 

전체는 2.6%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전통만화와 캐릭터산업이 각각 5.7% 감소, 

1% 감소한 반면, 웹툰산업은 4% 증가, 애니메이션은 12.5% 증가하였다. 종사자는 

상상산업 전체는 5.8% 증가하였고, 웹툰이 8.8%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 

캐릭터 6.4%, 전통만화 4.8%, 애니메이션 4.8% 순으로 증가하였다. 매출액은 상상산

업 전체는 6.0% 증가하였고, 웹툰이 25% 증가하면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웹툰 

다음으로 전통만화 10.7%, 캐릭터 5.4%, 애니메이션 5.1% 순으로 증가하였다. 

2018 서울시 상상산업 2014-2018 연평균 증감률(%)

사업체

(개)

비중*

(%)

종사자

(명)

비중*

(%)

매출액

(십억 원)

비중*

(%)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웹툰 69 60.5 569 61.6 158.6 59.7 4.0 8.8 25.0

전통

만화
1,610 24.7 4,183 42.5 488.5 53.5 -5.7 4.8 10.7

애니

메이션
355 69.7 4,008 74.5 371.3 73.5 12.5 4.1 5.1

캐릭터 870 34.3 16,473 45.4 5,486.0 44.9 -1.0 6.4 5.4

서울 

상상

산업

2,904 30.0 25,233 48.1 6504.3 46.8 -2.6 5.8 6.0

＊전국(=100) 대비 비중

자료: 국가통계포털,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8) 가공

[표 3-2] 서울시 상상산업 현황(2018년)

2) 서울 웹툰산업

서울시 웹툰산업의 사업체 수는 2014년보다 2018년에 다소 증가했지만 전국 비중은 

감소하였고, 제작업의 종사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서울시 사업체는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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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2018년 69개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73.8%에서 60.5%로 감소, 제작업

체도 2014년 31개에서 2018년 39개로 늘었으나 비중은 67.4%에서 54.2%로 감소

하였다. 경기도 사업체 수는 2014년 15개에서 2018년 25개로 늘어났고, 전국 대비 

비중도 18.8%에서 21.9%로 증가했다. 제작업체 수도 2014년 11개(23.9%)에서 

2018년 19개(26.4%)로 늘었다. 

(단위: 명, %)

구분 전체 비중 제작 비중 유통 비중

2014

서울 59 73.8 31 67.4 28 82.4

경기 15 18.8 11 23.9 4 11.8

전국 80 100.0 46 100.0 34 100.0

2018

서울 69 60.5 39 54.2 30 71.4

경기 25 21.9 19 26.4 6 14.3

전국 114 100.0 72 100.0 42 100.0

[표 3-3] 웹툰산업의 사업체 수 변화(2014년, 2018년) 

자료: 국가통계포털, 콘텐츠산업 조사(2014, 2018) 가공

서울시 웹툰산업의 종사자 수는 2014년 406명에서 2018년 569명으로 증가하였으

나, 비중은 70.2%에서 61.6%로 감소하였다. 서울의 웹툰 제작업의 종사자 수는 

2014년 42명(21.5%)에서 2018년 140명(46.8%)으로 크게 늘어났다. 

경기도의 웹툰산업 종사자 수는 2014년 163(28.2%)명에서 2018년 315(34.1%)명으

로 증가가 뚜렷하다. 경기도 웹툰 제작업의 종사자 수는 152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141명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전국 대비 비중이 2014년 77.9%에서 2018년 47.2%로 

크게 감소하였다.

웹툰 유통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규모의 변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웹툰 유통업 사업체 수는 2014년 28개(82.4%)에서 2018년 30개(71.4%)로 소폭 증

가하였지만, 전국 사업체 비중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경기도는 2014년 4개

(11.8%), 2018년 6개(14.3%)로 2개가 더 늘었다. 서울의 웹툰 유통업의 종사자 수는 

2014년 364명에서 2018년 429명으로 늘었으나, 비중은 95%에서 68.8%로 감소하

였다. 경기도의 웹툰유통업의 종사자 수는 2014년 11명에서 2018년 174명으로 크

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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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구분 전체 비중 제작 비중 유통 비중

2014

서울 406 70.2 42 21.5 364 95.0

경기 163 28.2 152 77.9 11 2.9

전국 578 100.0 195 100.0 383 100.0

2018

서울 569 61.6 140 46.8 429 68.8

경기 315 34.1 141 47.2 174 27.9

전국 923 100.0 299 100.0 624 100.0

[표 3-4] 웹툰산업의 종사자 수 변화(2014년, 2018년) 

자료: 국가통계포털,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4, 2018) 가공

2014년과 2018년의 웹툰산업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와 평균매출액의 변화를 살

펴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증가하였다. 2014년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서울

은 6.9명에서 2018년 8.2명으로 증가하였고, 경기도는 2014년에 10.9명에서 12.6

명으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평균 매출액은 2014년 1,099백만 원에서 2018년 2,298

백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경기도의 평균매출액은 2014년 2,334백만 원 

4,207백만 원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웹툰 제작업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와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은 평균 종사자 수가 2014년 1.4명에서 3.6명으로 늘었고, 평균 매

출액도 249백만 원에서 366백만 원으로 늘어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규모가 커졌다. 

경기도는 2014년 13.8명에서 2018년 7.4명으로 줄었지만, 평균 매출액은 오히려 

1,256백만 원에서 1,669백만 원으로 늘었다.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14 2018

서울 경기 전국 서울 경기 전국

전체

평균 

종사자 수
6.9 10.9 7.2 8.2 12.6 8.1

평균 

매출액
  1,099.1 2,334.0 1,265.0 2,297.9 4,207.2 2,330.3 

제작업

평균 

종사자 수
1.4 13.8 4.2 3.6 7.4 4.2

평균 

매출액
249.1 1,256.1 468.8 365.9 1,668.5 648.2

[표 3-5] 웹툰산업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와 매출액 비교

자료: 국가통계포털,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4, 2018)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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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웹툰 산업생태계 진단

1) 웹툰 산업생태계의 변화

(1) 웹툰의 유료화 정착으로 수익 안정화 

웹툰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독자가 웹툰을 무료로 본다는 점이 크게 한몫했다. 그러나 

2013년 레진코믹스가 웹툰 전체 작품을 유료화 체제로 바꾸면서 웹툰산업의 큰 변화

를 가져왔다. 일주인 동안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와 유료 결제 

서비스를 구축하였다.23) 웹툰 유료 이용 경험을 조사24)한 결과 2015년 16.3%에서 

2018년 36.8%, 2021년 47.3%로 증가하며, 유료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연재되는 웹툰을 무료로 본다는 인식이 2015년 66.6%, 2018년 

65.3%, 2021년 54.4%로, 무료 이용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점차 옅어지고 있다. 

유료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웹툰을 상업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로 인정하고, 이는 

수익창출로 연결됨으로써, 웹툰 작가를 포함한 업계의 관계자의 수익안정화에 기여하

며 이 또한 웹툰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에이전시 관계자>

15년 전에는 출판 만화가가 사양길이었다. 소수의 그림 잘 그리는 작가가 살아남았는데, 포털이 

트래픽 위주의 사업을 하고 무료로 만화를 연재하면서 웹툰의 시장이 바뀌었다. 그림의 밀도가 

없어도 작가의 아이디어로 일상 5분 내로 볼 수 있는 만화가 성행하였다. 이렇게 웹에서 만화가 

자리 잡고, 이후에 유료화가 자리 잡으면서 수출 등에서 성과를 내다보니, 네이버와 다음이 유료 

플랫폼화로 전환하고 있다. 

<플랫폼 관계자 A>

우리 회사는 100%유료 플랫폼이다. 유료고객을 잡으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쓰는 독자의 

처지에서 생각하다 보면 퀄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돈을 냈는데 퀄리티가 낮으면 항의가 

오는 예도 있다. 그러다 보니 작가님을 구하는 기준이 높아졌고, 웹툰이 있으면 보는 게 아니라 

골라서 보는 웹툰 시장으로 바뀌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무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만화가 

주력서비스가 아니라 광고나 사이트 유입의 수익원이 있는 것이지 작품 자체의 수입으로 운영되는 

곳은 아니다. 대형 포털이 무료로 독자를 모으는 게 숙제라면 우리는 콘텐츠를 판매하는 게 숙제다. 

 

23) 미디어SR, 2018. 7. 12, [웹툰 유료화 시대의 2막①] 웹툰 20년의 역사,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4) 트렌드모니터(시장조사전문기업),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질문의 전체 응답자 
표본수는 2015년 792명, 2018년 863명, 2021년 871명이다(리서치기업 엠브레인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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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작가의 법인 소속화

과거 출판만화시장에서 만화는 ‘창작 → 제작 → 유통 → 소비’ 구조에서 소비되었다. 

이러한 공급 사슬에서 작가는 창작 활동에 집중하고 출판사에서 제작을 전적으로 맡

았다. 웹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이전인 초기 웹툰 시장에서

는 웹툰 작가들은 여전히 웹툰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맺고 플랫폼 내 편집부의 관리

를 받았다. 그러나 웹툰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웹툰 콘텐츠가 IP 사업에

서 점점 더 다양하게 활용되며 웹툰 창작 환경 역시 매우 다변화되고 다양한 협업 주

체들 간의 쌍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료: 인쇄만화 부문은 한국콘텐츠진흥원(2020a, 29) 참조; 웹툰 부문은 연구자 직접 작성

[그림 3-1] 전통만화 콘텐츠에서 웹툰 콘텐츠로의 공급사슬 변화

이러한 배경에서 2010년대 들어 국내에서는 웹툰 에이전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웹툰 에이전시는 한국의 연예계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으며 작가의 계약을 

담당하고 IP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 영역이다. 출판만화시장과 달리 웹툰 플랫폼

의 편집자들은 대부분 일대일 피드백을 전제하지 않고 있어 작가의 부담이 크다. 더불

어 출판사에서 특정 작가에 대한 독점이 존재하는 기존 출판만화시장과는 다르게 웹

툰 시장은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자와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져 역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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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작가 혼자서 작품을 제작·관리·유통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웹툰 IP가 드라마

와 애니메이션 등 2차 저작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전문적인 매니지

먼트의 필요성이 커진다. 따라서 웹툰 에이전시는 작가가 안정적으로 작품을 제작하

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작품과 IP 관리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지닌다25).

<웹툰 작가A>

에이전시가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에는 작가와 플랫폼과의 계약과정에서 표준계약서도 없고, 계약

과정이 좀 거칠고, 구두로 좋은 조건을 이야기하던 분위기라서 에이전시가 필요 없었다. 지금은 

에이전시가 정착된 시기로, 에이전시가 있어서 작가들의 상황이 너무 좋아졌다. 홍보, 해외마케팅, 

대형포털 노출 등 에이전시가 알아서 해주니 좋다. 작가가 작품 생산자의 입장이다 보니, 영업이 

미숙했다. 이런 부분을 에이전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웹툰 작가B>

주변에 에이전시에 소속된 작가와 에이전시의 관계를 보면, 에이전시는 주로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 작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고 있다. 작품을 계약할 때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하

고, 작업할 때 보조작가나 전문분야의 작가를 구성하여 팀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웹툰 시장에서 에이전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역시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웹툰 플랫폼과 작가 간에 웹툰 에이전시가 끼어드는 이중 구조가 심화되

며 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다. 작가

와 웹툰 플랫폼이 직접 계약을 맺는 기존 창작 환경에서는 작품 매출액의 30~50% 

상당의 수수료가 부과되었다면, 이제는 에이전시에서 나머지 금액의 30~70% 상당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하며 작가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형 플랫폼, 중견 플랫폼들이 자회사나 지분을 투자하여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이 소속 작가들의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는 것이 가능

하다.26)

25) 동아일보, 2020. 7. 22., “소설이 웹툰과 영화로… ‘작가 매니지먼트 시장’ 커진다”.

26) 한겨례, 2020. 11. 16., “재주는 웹툰 작가가 부리고…매출 90% ‘통행세’로 뜯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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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A> 

작가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작가들이 회사와 계약을 하던 초창기는 계약서상 문제가 많았다. 

표준계약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걸 만들어야 할 정도로 계약이 엉망이었고, 지금은 

계약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신입작가에게 들어보면, 이중계약하는 회사도 많고, 수익배

분 구조도 너무 천차만별이고, 계약서를 빌미로 계약에 묶인 작가도 많다. 작가들을 힘들게 하는 

계약서가 많다보니 표준계약서가 나오게 되었다. 계약서에 항상 2차 저작권 관련 사항이 있는데, 

경험 없는 작가들은 잘 모른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먹고살아야 하니까 2차 

저작권을 거의 다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해도 작가가 서명까지 했으니 어쩔 수 없다. 작가도 당장 

돈을 벌어야 하니까 저작권 없이 나가는 예도 있다.

<웹툰 작가C>

최근 웹툰 작가들 중에 에이전시 계약 작가들이 훨씬 많다. 이런 계약 관계가 신입작가에게 매력적

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다. 보통 웹툰 작품을 론칭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인지도 

있는 작가는 알아서 잘 하지만, 회사에서는 신입작가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시간이 흐르고, 

신입작가는 회사 요구 상황이 잘 맞지 않다보니, 론칭이 안되고 마치 연습생처럼 지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3) 에이전시의 제작병행과 프로덕션화

독립작가의 법인 소속화 및 다양한 IP 기반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에이전시의 프로덕

션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에이전시의 역할이 주로 작가와 작품을 계약하고 웹

툰 플랫폼에 만화를 공급하는 대행, 중개 역할에 국한되었다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로는 웹툰 IP를 관리하며 2차 저작물 사업을 벌이는 것은 물론 내부에 스튜디오 시스

템을 구축하여 직접 기획, 제작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작품을 단순 중계·유통

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파트별로 정규 작가를 두고 직접 작품을 기획·제작하며 웹

툰 IP를 총괄하는 에이전시를 현장에서는 ‘스튜디오’라고 부르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웹툰 스튜디오는 약 40개로 알려져 있다27).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조사에 따르면 에이전시의 사업 분야(중복 선택) 중 웹툰 기

획·제작이 92.3%, 에이전시 사업은 64.1%, 출판 23.1% 순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

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0e). 이처럼 중계·유통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

이 떨어지며 웹툰 에이전시 역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 기획·제작 분야에 사업

을 주력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7) 한류NOW, 2020. 7., “한국형 ‘마블’을 꿈꾸는 한국 웹툰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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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업체 수

웹툰 

플랫폼

웹툰 

에이전시

웹툰 

기획/제작
출판 기타

에이전시 39 2.6% 64.1% 92.3% 23.1% 5.1%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e)

[표 3-6] 국내 웹툰 에이전시의 사업 분야(2019년)

스튜디오 시스템의 에이전시에서는 웹툰 제작이 ‘공정화’되어 제작의 분업화가 이루

어진다. 서울웹툰아카데미에서는 이처럼 분업화된 개별 작업을 수행하는 작가를 ‘웹

툰 스페셜리스트’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28) 한 작품에 여러 작가가 투입되어 콘

티 전문 작가, 채색 전문 작가, 펜 터치 전문 작가 등이 함께 작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집약적인 방식으로 웹툰 스튜디오에서는 단기간에 더 양질의 작품을 만들

어낼 수 있으며 제작비용 역시 아낄 수 있다.

2009년에 설립된 국내 웹툰 에이전시 ‘투유엔터테인먼트’는 2013년에 ‘투유드림’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전환 이후 자사 웹툰 IP의 영상화를 진행해오고 있다.29) 또한 

2017년에는 자회사 ‘악어스튜디오’를 설립하고 기획팀, 작가팀, 채색팀, 배경팀, 편집

팀을 두어 인력을 고용하고 웹툰 제작, 로컬라이징(국내외 작품의 현지화), 채색 및 

후반 작업 등을 수행하며 직접 작품을 생산하고 IP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하고 있

다.30) 2002년에 처음 설립되어 2010년대 중반부터 웹툰 스튜디오로서 사업 영역을 

전환한 ‘미스터블루’ 역시 시나리오·콘티 제작, 웹툰 제작, 검수, 유통, IP 활용에 이

르는 전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1)

<에이전시 관계자>

우리 회사는 인기가 검증된 소설의 판권을 사와서 웹툰화하고 있다. 원작을 웹툰으로 제작하고 

싶은 작가들과 협업한다. 웹툰을 하려는 작가는 많지만, 정통 웹툰을 하기 보다는 각색해서 작업하

려는 작가들과 같이 일을 한다. 매체가 달라서 그 과정의 어려움은 있으나 적응 중이다. 

웹툰이 잘 되어 드라마 영화 확장 성공 사례가 많다보니, 우리도 제작된 웹툰IP를 향후에 영상화

(드라마, 영화)로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웹툰 플랫폼 역시 직접 에이전시를 인수하거나 자회사에서 웹툰을 제작하며 웹툰 제

작의 ‘수직 계열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웹툰은 2017년에 자회사 ‘리

코(LICO)’를 설립하여 기획과 제작, 유통까지 전 단계를 총괄하며 공장식으로 작품을 

28) 서울웹툰아카데미 웹사이트(http://sawa.co.kr)

29) 투유 웹사이트(http://www.toyoud.com)

30) 악어스튜디오 웹사이트(https://www.akeostudio.com)

31) 미스터블루 웹사이트(https://www.mrblue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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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여 연재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웹툰 스튜디오 ‘와이랩(YLAB)’ 지분 

12.6%를 취득하며 와이랩을 통한 작품 제작과 IP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32) 와이랩은 

2010년에 설립되어 웹툰 에이전시 업무를 중심으로 사업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직접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따르면 와이랩은 Story R&D 

Center(스토리 기획과 원고 제작), Art R&D Center(아트 연출과 그림 제작), YLAB Business 

Center(작품 제작 팔로우업과 2차 사업 진행), YLAB Academy(작가 양성과 웹툰 교육) 등 

웹툰 기획·제작 전 단계에 조직을 세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33) 카카오페이지 역시 

2015년부터 ‘노블코믹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웹소설 원작 웹툰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회사로 스튜디오를 세우거나 기존 스튜디오에 투자를 하는 등 적극적

으로 기획·제작 단계에 참여하고 있다.

(4) 웹툰 작업의 분업화와 세분화

웹툰 작가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본인의 주요 일이었다면, 웹툰 시장

이 커지면서 웹툰 작업이 분업화, 세분화되고 있다. 작가들이 에이전시, 제작사, 플랫

폼에 소속되면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작가는 소속 유무에 따라 1인 작가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과 법인작가, 회사 소속 작가로 나뉜다. 과거에는 작가 

혼자서 활동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웹툰산업의 성장으로 작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법

인화하기도 하고, 플랫폼이나 에이전시, 제작사 관계자와 접촉하여 작품 연재 계약하

기도 한다. 웹툰의 수요 증가, 수많은 작품의 연재, 독자의 수준도 향상 등으로 웹툰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업무량이 예전 같지 않다. 작품을 이끌어나가는 메인 작가가 

있고, 각색, 색채, 배경, 콘티 등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작가(일명 보조작가, 

어시 등으로 불림)를 두어 작품을 완성하는 추세다. 팀을 구성하여 작품이 완성되는

데, 작가가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 분야별로 채용하기도 하고, 소속 회사에서 전문적으

로 담당하는 작가가 투입되기도 한다.

<웹툰 작가 B>

작업량에 따라 팀을 구성하는 게 달라지는데 보통 두 명 정도 파트타임으로 고용해서 작업한다. 

어시스트 한 명은 내가 밑색(기본색)을 그려주면 본인이 세부 묘사를 담당하고, 다른 한 명은 

머릿결과 같은 세부적인 펜터치를 담당한다. 다른 작가들은 배경을 맡기기도 하는데, 대부분 밑색

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32) 서울경제, 2020. 4. 29., “네이버웹툰, 와이랩 지분 투자…콘텐츠 확보 경쟁 불붙나”

33) 와이랩 웹사이트(http://www.ylabcomics.com)



<웹툰 작가 A>

작가들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날 때, 준비해간 작품이 최대한 완성도가 있어야 한다. 포트폴리오 

따로 제작하고, 작가 소개서(PPT) 따로 제작해서 들고 가는데, 보통 1회분(100컷이 넘음) 또는 

2회분까지 완성해서 들고 간다. 그리고 요즈음 내용의 완성된 것(결말이 있는 시놉시스)을 들고 

가야 한다. 에이전시 여러 군데 가보고, 회사의 피드백 오면 연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경력 

작가들은 포트폴리오랑 콘티만 들고 가기도 하지만 신인은 그러면 안 된다. 그림 실력도 중요하지

만, 그것보다 언제 어떻게 연재해줄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본다. 일주일마다 연재할 능력 검증이 

중요하고, 그림을 몇날 며칠 그리면 완성도는 높아지니까 그림 실력보다 스케줄 펑크내지 않고 

연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몇 년 간의 연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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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 관계자>

작가 역할이 세분화되고 있는데, 스토리를 쓰는 글작가와 그림을 그리는 그림작가가 있고, 콘티, 

일러스트, 각색, 배경, 색채 등 후반작업을 담당하는 작가도 모두 작가라고 칭한다. 보조작가들은 

주로 메인 작가의 월급에서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작가의 작업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작가의 후반작업(컬러, 편집, 배경 등)이 필요하면 

스튜디오 소속작가가 받아서 일 마무리 도와준다. 작가가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보조작가와 회사에서 

고용하는 작가의 업무 차이점이 있다. 후반작업이 단순노동이라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 개별 고용된 

보조작가는 본인의 업무로 바빠서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천차만별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와 

다르게 스튜디오 소속 보조작가는 책임감 있고, 실력도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노동시장의 특성

(1) 데뷔/등용문

기존 인쇄만화 생태계와 웹툰 생태계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콘텐츠의 상호작용성에 있

고 그에 따라 웹툰 작가의 데뷔 경로가 변했다. 기존 인쇄만화시장에서 신진 작가는 

일반적으로 기성 작가의 화실에서 도제식 교육을 받으며 출판사를 통한 정식 연재 기

회를 노렸다. 따라서 작품의 최종결정권은 출판사와 편집자에게 있었다. 

그러나 웹툰 시장에서는 독자가 직접 어떤 작품이 연재될지 선택하며 더 나아가 작품

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한다. 웹툰 작가는 독자와 직접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독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웹툰 플랫폼에서 정식 연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품이 플랫폼에 공식 연재가 되는 것을 데뷔라고 하며, 웹툰 작가로의 데뷔 경로는 

다양하다. 개별 연락을 통한 플랫폼과 연재, 공모전(민간/공공), 소셜미디어나 오픈 

플랫폼을 통한 자유로운 데뷔전이 주요 데뷔 경로다.

첫째, 작가들이 플랫폼이나 제작사, 에이전시와 직접 계약하고 플랫폼에 연재함과 동

시에 데뷔한다. 작가들이 직접 회사를 찾아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회사에서 

작가의 재능을 알아보고 계약을 먼저 권하여 체결하기도 한다.



<예비 작가>

업계가 원하는 신입작가의 역량은 스토리 완결성, 주간 연재 능력, 책임감 등이며, 계약을 할 

때 프로 작가와의 경험 유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프로 작가와 일해 본 경험은 실력이나 

주간 연재에 대한 책임감 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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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모전으로 웹툰 플랫폼에 정식 연재하며 데뷔하는 작가들도 상당하다. 대형 

포털사(네이버, 다음)의 자체 웹툰플랫폼(네이버 웹툰, 네이버 스토리, 다음웹툰, 카카

오페이지 등)이나 웹툰 전문 플랫폼(레진코믹스 등), 공공(한국콘텐츠진흥원,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 응모하여 당선하여 정식 연재의 기회를 얻는 사

례가 많다. 공모전이 작가 데뷔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 

1~2년간 개최된 공모전 개최 수와 공모전 상금 규모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에는 총 221개의 공모전이 개최되었다. 작가지망생 대상의 공모전은 21개과 일반인 

대상은 200개가 진행되었다.34) ‘네이버웹툰&웹소설 지상최대공모전’은 총 상금 3억 

4천만 원 규모에 60명을 수상하는 최대 규모의 공모전이었다. 다음웹툰이 ‘2020 천

하제일 웹툰 공모전’ 개최하여 총 2억 원 상금을 걸었으며, 카카오페이지도 CJ ENM, 

스튜디오드래곤과 함께 ‘추미스 소설 공모전’ 개최하고 약 1억 원의 상금을 걸었다35). 

주요 포털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공모전의 횟수와 상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20서울 웹툰 공모전

자료: SBA

플랫폼 공모전

좌: 네이버웹툰, 우: 다음웹툰

[그림 3-2] 웹툰 공모전 

3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0.12, 2020 웹툰공모전 총정리 카드뉴스

35) byline, 2020. 11., 올해 콘텐츠 업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① 웹툰‧웹소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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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A>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강풀만화가 끝날 즈음에 데뷔를 해서 웹툰도 같이 연재하고 있다. 

20살부터 만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만화학과가 거의 없었고, 학과가 하나 있었는데 

수준이 너무 낮아서 안가고, 원생으로 들어가서 그림 배웠다. 29살에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이 ○○사, △△사, □□사 등 1년에 크게 3개가 있었다. 그때 ○○사 공모전에서 

대상 받으면서 데뷔를 했고, 경향신문에도 당선되었고, 겨울 공모전에도 장려상을 받아 데

뷔했다.

<웹툰작가 B>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좋아해서, 중학생부터 만화를 그렸고, 공모전에 내기도 하는 아마추

어 만화가였다. 2000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당시는 만화 산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애니

메이션과로 진학했다. 만화랑 애니메이션이랑은 너무나 다른 매체이고, 전혀 다른 영역이

었다.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아예 그쪽으로 일하다가, 만화는 취미로 하고 있었다. 졸업 후 

전공 맞춰서 게임사 애니메이터로 일하다가, 태권도하면서 좋았던 경험을 만화로 그렸다. 

네이버 무료 코너인 도전만화 코너에 올렸는데, 네이버에서 연락이 와서 정식 계약하고 지

금까지 하고 있다. 

<웹툰작가 C>

저는 문하생 생활을 하다가 화실이라 하는 학원도 다녀보고 아카데미도 다녀봤는데 실용성

이 별로 없었다. 돈은 들고 시간은 가는데 실력은 그대로고, 강의는 듣는데 실용적인 실력

이 늘지 않아서 다 그만두고, 실질적인 작업할 수 있는데 가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가

까운 화실을 알아보다가 스승님을 찾아서 몇 년 배우면서 제가 준비하여 화실을 나와서 

개인작을 준비하고, 네이버 도전만화코너와 다음 웹툰리그(당시 이름은 달랐음)에 5화 정

도 올렸는데 다음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10년 정도 연재했다.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축구와 야구 등 스포츠에서 주로 보이는 ‘리

그’ 방식을 도입하여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도전만화-베스트 

도전만화-정식 연재의 3단계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계마다 높은 조회 수와 별

점, 댓글, 스크랩 수 등 정량적인 조건과 운영자의 정성 평가와 기존 연재 중인 웹툰

과의 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받는다. 먼저 ‘도전만화’단계에는 누구나 작품을 

연재할 수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 ‘베스트도전’ 코너로 승격되고, 여기서 

인기와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은 네이버웹툰과 계약을 맺고 정식 연재를 시작한다. 

다음웹툰도 웹툰 리그 1부, 2부를 운영하고 있다. 매달 1일 2부 리그에서 인지도와 

평점이 높은 작품을 1부 리그로 승격하며, 접수된 1부 리그 작품 가운데 독자 투표 

1위 작품과 내부 자체평가를 거쳐 선발된 작품에게 정식연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승격 시스템 또는 공모의 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작가와 웹툰 플랫폼이 정식 

연재를 직접 계약하게 되는 방식은 웹툰 작가의 전형적인 진출 경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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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그림 3-3] 포털사 웹툰 리그전(좌: 네이버 도전만화, 우: 다음 웹툰리그)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들어서 작가들이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에이전

시 또는 스튜디오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작품을 완성해 웹툰 플랫폼에 배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에이전시의 제작사화, 웹툰 플랫폼의 제작업

체 투자 및 인수, 그리고 스튜디오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매니

지먼트 계약을 통한 작품 제작 시스템에서는 제작의 전문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형태

의 인력이 함께 스튜디오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36)

셋째, 포털사이트 및 전문 플랫폼 이외에도 작가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연재하고 인기

를 통해 작가로 데뷔하는데, 먼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

북이 대표적이다. 그다음으로 딜리헙, 포스타입과 같은 오픈 플랫폼은 작가가 자율적

36) 한겨례, 2020. 11. 10., ““웹툰작가 데뷔” 미끼로 저당잡힌 삶…포털 플랫폼은 ‘50년 전 공장’”

<예비작가>

개인적으로 네이버 웹툰 연재 시스템을 알고 있다. 네이버 도전만화와 베스트도전 시스템은 네이버 

웹툰 정식 데뷔 전에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곳이다. 도전만화 코너는 자유롭게 작품을 

올릴 수 있고, 여기에서 독자의 인기나 플랫폼 관계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 베스트도전에 작품을 

연재할 수 있다. 베스트도전은 작품의 인기를 평가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작가들이 매주 작품을 

연재해야하기 때문에, 작가의 연재능력도 검증받는 곳이다. 반응이 좋은 작품은 연재 6회 만에 

정식 계약을 맺기도 하고, 6개월 또는 몇 년 정도 작품을 꾸준히 연재하다가 계약하는 작가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네이버에서는 ‘도전만화’, ‘베스트도전’ 코너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을 ‘포텐

업’으로 선정하여 장학금(300만 원식 2개월 지급)을 주고, 선정작품은 네이버웹툰 앱에 노출시키기

도 하는 등 이러한 시스템으로 작품과 작가의 신규유입을 장려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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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웹툰을 올리고, 판매, 개별 홍보 등의 일들이 전적으로 작가의 몫이다. 마지막으

로 대형포털 플랫폼의 2부 리그라 불리는 네이버 베스트도전, 네이버 도전만화, 다음 

웹툰리그 등은 정식 주간 연재작품으로 선정되기 전에 일정 수의 컷으로 사전 연재를 

하면서 조회수, 구독자 반응 등으로 인지도를 평가받는데, 일종의 작가 데뷔 등용문으

로 이용되기도 한다. SNS 등 개인미디어에서의 웹툰 연재 사례 역시 등장하고 있다. 

2017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한 수신지 작가의 <며느라기>는 페이스북과 인스

타그램에서 연재되었다. 수신지 작가는 작중 주인공 민사린(@min4rin)의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작품을 공개하며 작품의 현실감을 더했다. 2021년 3월 기준 팔로

워가 28.7만 명이었으며 SNS에서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직접 출판사

를 설립하여 ‘며느라기’ 단행본을 출간하여 수익을 창출했다. 2020년 11월에는 카카

오TV에서 드라마 제작이 결정되었다.37)

며느라기 인스타그램 계정
자료: 며느라기 인스타그램

딜리헙
자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식 블로그

[그림 3-4] 오픈플랫폼 

(2) 문하생 시스템에서 교육기관으로 변경 

웹툰이 시작된 2000년 초기를 기점으로 기성 만화를 보고 자라온 세대(현 40대 중

반~50대 중후반) 작가와 유년기 시절 웹툰을 보며 자라온 세대(현 20~30대) 작가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 

1990년 후반~2000년 초반에는 웹툰 전문교육기관(대학교 등)이 많지 않았다. 당시 

37) 한국일보, 2021. 1. 7., “웹툰 전성시대에도 ‘만화책’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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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현 40~50대)의 작가들은 전문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이 만족스럽지 못해 사

설교육기관에 등록하거나, 유명한 만화작가의 문하생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원래 만

화에 관심이 많고 그림그리기에 실력과 재능이 있어 작가를 지망하던 사람들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2000년 초기 웹툰을 즐겨보며 유년기를 보낸 젊은 세대(현 20~30

대)의 작가들이 대학에 입학할 무렵에는 웹툰의 인기와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대학의 

전문학과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만화나 웹툰 관련학과에 진학하여 전문 교육

과정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공모전이나 계약 등으로 자연스레 웹툰작가가 되기도 하

였다. 웹툰 관련 학과는 그림을 그리는 기본 소양인 디지털 드로잉, 스토리, 콘티연출 

등 전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술과 기획·시나리오 수업도 진행한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창작활동을 하고, 공모전도 지원방법 등도 알려주고 있어 웹툰작

가의 역량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예비 작가>

학창시절인 2007년부터 웹툰을 봐오던 웹툰 소비자였고, 웹툰을 생산할 거라 생각도 못했다. 서양화를 

전공하였는데, 졸업 즈음에 많은 개인사들이 있어서, 이 스토리를 작품으로 만들면 대박나겠다 싶어서 

시작하였다. 그림크로키 모임 활동을 하면서 유명 작가님과 4~5년 정도 알고 지냈는데, 웹툰 관련 강의를 

수강하면서 웹툰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아카데미를 고를 때 웹툰 작가들이 수강한 인터뷰 글을 많이 참고했다. OO랩 아카데미에서 강좌를 

수강하였는데, 규모도 크고 체계적이다. 작가 지망생만 따로 가르치는 학원이 따로 있고, 웹툰 가르치는 

수업도 있고, 프로가 되어서도 배우고 싶을 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

<플랫폼 관계자 B>

웹툰 PD는 채용공고를 통하기도 하지만, 가끔 아카데미에서 6개월 단기 훈련받은 사람을 우리 쪽에 

추천해줘서 입사해서 잘하는 친구도 있고, 적응 못 하는 친구도 있다. 

국내에서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비롯한 정규 교육기관과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웹툰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정규 교육기관38)은 2020년 3월 기준 학과명에 

‘만화’ 또는 ‘웹툰’과 관련된 단어가 명시된 대학교는 총 27곳, 고등학교는 총 13곳이

다. 또한 다수의 비정규 교육기관에서 웹툰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전문 교육기관은 한정적이다.

38)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에서 ‘만화’, ‘웹툰’으로 학과명을 검색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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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교명 학과명

서울특별시

건국대학교(서울캠퍼스) 영화·애니메이션학과

명지대학교(인문캠퍼스) 만화애니콘텐츠학과

백석예술대학교 영상학부 만화애니메이션전공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인덕대학교 웹툰만화창작학과

부산광역시
신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영산대학교(해운대캠퍼스) 만화애니메이션전공, 웹툰영화학과

대전광역시
목원대학교 만화ㆍ애니메이션과

배재대학교 아트앤웹툰학과

세종특별시 한국영상대학교 만화콘텐츠과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 만화ㆍ애니메이션학과

호남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강원도 상지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경기도

대진대학교 만화게임그래픽전공

예원예술대학교(양주캠퍼스)
만화ㆍ게임영상학부, 만화게임영상전공, 

만화게임영상학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웹툰만화만화콘텐츠전공, 

애니메이션스쿨 애니메이션전공

충청북도
극동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청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충청남도
상명대학교 디지털만화영상전공

순천향대학교 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

경상북도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경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전공

대구예술대학교 디지털게임웹툰전공, 모바일게임웹툰전공

전라남도
세한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순천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표 3-7] 국내 웹툰 관련 대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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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교명 학과명

서울특별시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만화영상과

상일미디어고등학교 디지털만화영상과

서울미술고등학교 만화전공

예림디자인고등학교 만화애니메이션과

강원도 강원애니고등학교 만화창작과

경기도

경기예술고등학교 만화애니과

비봉고등학교 웹툰조형과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만화창작과

경상남도 경남예술고등학교 만화·애니메이션부

대전광역시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만화예술과

대전예술고등학교 미술과(만화)

울산광역시 울산애니원고등학교 창작만화과

충청남도 충남디자인고등학교 만화·애니메이션과

[표 3-8] 국내 웹툰 관련 고등학교 현황

자료: 커리어넷, 김병수(2018)를 토대로 재작성

정규 과정의 교육기관 외에도 사설 교육기관인 일명 웹툰 아카데미도 전국에 26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9개, 총 18개의 아카데미가 있다.39) 웹툰 

학과 전공자부터 일반인 작가 지망생부터 정식 데뷔한 웹툰 작가, 웹툰 PD등 웹툰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과과정을 제공한다. 교과목 또는 프로

그램 기준으로 수업이 개설되는데, 드로잉, 스케치업, 채색, 원고, 연출, 스토리 등 전 

과정을 강의하고 있다. 강의 진행 수에 따른 일정(예, 주 2회 1개월)으로 진행되거나, 

초·중·고급반 과정으로 나뉘어 3~6개월 수강 과정을 거치는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자료: 와이랩 아카데미 웹툰학원

[그림 3-5] 웹툰 관련 강의 소개

39) 김병수(2018)를 바탕으로 현행화작업을 거쳐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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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기관명 지역 교육기관명

서울특별시

곰쌤웹툰교실

경기도

웹툰스쿨

서울IT직업전문학교 웹툰홀릭 아카데미

서울게임아카데미 카툰레시피 웹툰만화학원

서울웹툰아카데미 카툰팝 웹툰학원

씨존만화전문학원 화성웹툰학원

애니벅스 대전광시 대전만화애니메이션학원

애니포스

부산광역시

바론만화학원

에이비 아카데미 

웹툰전문학원
서면웹툰학원

와이랩 아카데미

세종특별시

만화애니디앤에이미술학원

경기도

K-Comics 아카데미 세종웹툰학원

아트툰 웹툰만화학원 애니팩토리 만화학원

애니벅스
인천광역시

인천웹툰학원

애니파인웹툰학원 페이지앤스크롤

[표 3-9] 국내 웹툰 주요 비정규 교육기관 현황

(3) 작가의 구인구직 경로

웹툰작가의 구직은 주로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하거나, 커뮤니티 사이트(포털 카페 등)

의 구인/채용 정보란에서 공고를 거쳐 일어난다. 최근 웹툰 성장과 함께 웹툰의 스토

리 완결성이나 그림의 수준이 매우 높아져서 작품에 투입되는 인력이 2인 이상의 팀

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웹툰 작품당 메인 작가와 

보조작가로 나뉘며, 해당 역할이 세분화되는 추세인데, 스토리, 채색, 터치, 배경 등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나뉜다. 주로 스토리를 쓰는 작가를 메인작가라 부르고, 그 외에 

보조 작가라고 칭하지만, 이들 모두 작가로 불린다. 그림 컷 수를 늘리고, 배경과 채

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팀작업이 필요하다. 법적인 계약 관계의 팀으로 운영되기

보다, 메인 작가가 필요할 때 보조작가를 파트타임 형식으로 채용하여 협업하는 경우

가 가장 흔하다. 보조작가는 개인적인 연락망을 활용하거나 카페, 커뮤니티 사이트에 

구직 글을 올리거나 구인 글을 게시하고, 면접과정을 거쳐 합격하면 작업을 같이 한다.

<예비 작가>

웹툰 작가들 사이에서 커뮤니티 카페인 방사(방방곡곡 창작을 배우는 사람들 )가 유명하다. 

게시판에 어시(보조작가)를 구하는 구직글이 많은데, 채색, 콘티, 직원 등을 공고하고, 구직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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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네이버 카페 「방사」 

[그림 3-6] 웹툰 인력과 보조작가 관련 구인구직 카페

자료: 사람인 홈페이지

[그림 3-7] 웹툰 스토리작가 모집 공고

(4) 세대별 웹툰 시장 적응기

웹툰이 본격적으로 흥행한 것은 2010년 중반 이후이지만, 그전부터 만화를 그린다는 

점에서 웹툰 작가의 세대별 분포는 매우 다양하다. 연령에 따라 크게 두 세대로 나뉘

는데, 출판만화 세대인 40대 이상의 작가와 웹툰을 보고 자란 20~30대의 작가 세대

이다. 이들은 웹툰시장의 변화에 따라 웹툰을 대하는 관점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예전에는 만화작가의 역량 중 그림을 더 정교하게 잘 그리는 방식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그림보다는 작품 줄거리와 내용의 구성, 참신함 등 스토리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40대 이상의 웹툰 작가는 출판 만화 

세대의 작가들이 많은데, 작품의 내용과 함께 그림의 질과 밀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술의 발달로 각종 디지털장비 등을 사용하여 밑그림, 채색, 배경 등의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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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묘사와 표현이 더 다채로워지고 보완이 되면서, 그림 못지않게 이야기의 완성

도도 중요해졌다. 웹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작가 수도 늘고 연간 연재되는 작품 

수도 수천 작품에 달한다. 덩달아 독자의 작품에 대한 관심과 작품을 보는 독자의 안

목도 상당히 높아졌고, 독자를 사로잡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웹툰 작가에

게 요구되는 주요한 역량이다. 이러한 업계 분위기에 따라 20~30대 웹툰 작가 역시 

참신한 소재와 완성도 있는 스토리 구성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해졌다. 웹소설의 

웹툰제작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흥미 있는 스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간접적

으로 잘 보여준다. 또한 제작사나 에이전시에서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작

품의 스토리가 결말까지 완성되었는지를 가장 먼저 보고, 개인 작가의 포트폴리오, 

콘티, 작품 주간 연재 능력 등을 평가한다.

<웹툰 작가 A> 

웹소설이 들어오면서 웹툰 시장이 너무 자주 바뀌었다. 그림을 특출나게 잘 그리지 않아도 이야기 

있으면 된다. 웹소설이 들어오니 스토리가 탄탄해졌고, 그에 따라 돈도 많이 벌어온다. 웹소설에서 

인기 증명된 스토리에 그림 실력도 괜찮은 작가를 찾으니, 작품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더 큰 수익을 

얻기 가능해졌다. 

또한 웹툰 작품 창작은 디지털 프로그램의 활용이 필요한 영역으로, 작가의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 이용, 적응기, 능숙도 등의 차이가 있었다. 출판세대 만화작가는 종이

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익숙한 세대라서 액정태블릿에 그림을 그리거나, 드로잉, 채색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주기가 빨라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응해서 

배워나가는 작가도 많고, 새로운 기술의 이점을 받아들이는 추세다. 반면에 젊은 세대

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능숙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웹툰 작가 A>

내가 웹툰을 시작할 당시에는 전문 학원도 없어서 개인적으로 책을 사서 혼자 공부했다. 지금은 

프로그램 클립스튜디오가 있어 잘 되지만, 그때는 포토샵으로 작업했다. 액정 태블릿이 처음 

나왔을 때, 영화콘티를 짜는 작업을 맡았는데, 하루 200컷을 그려야 했다. 즉 2분당 한 컷을 

그려야 한다는 뜻인데, 종이에 그리면 1분 30초에 그리고 스캔 뜨면 2분 안에 완성하는 작업으로 

그림 수정할 틈이 없다. 종이에 그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림을 바로 수정할 수 있는 태블릿을 

구입하였다. 요즘은 종이보다 태블릿으로 하는 추세고, 데생부터 태블릿으로 한다. 액정이 주는 

이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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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산업의 성장과 인기에 힘입어,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에 따른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3월 기준 학과명에 ‘만화’ 또는 ‘웹툰’과 관

련된 단어가 명시된 대학교는 총 32곳, 고등학교는 총 13곳이다. 교육과정을 거처 

매년 쏟아져 나오는 인재와 더불어, 일반인도 작가를 지망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심하

다. 작품의 정식 연재를 통한 데뷔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데뷔 이후 안정된 

수익을 쉽게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업계의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려는 신입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웹툰 시장은 

소위 수익성이 있는 인기 장르를 선호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작품보다 대중이 원하는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의 내적 고민도 함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

입작가의 수입은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초봉이 연 5천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전해진

다. 작품을 연재하여 회차당 연재료, 미리보기 수익, 해외판권, 웹툰 관련 광고 수익 

등으로 수입이 발생한다. 

<예비 작가>

만화, 애니, 웹툰 관련 학과가 늘어나고 있고, 매년 졸업생이 많아 데뷔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데뷔하기까지 2~3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나도 현재는 2년 넘게 준비 중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도 작가로 데뷔하고 있어 웹툰 작가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 

정식 연재를 하면 회당 60만 원씩 월 200만 원 정도 받고, 미리보기 수익이나 해외 판권, 웹툰 

내 광고 수익이나 웹툰 페이지 아래 광고 수익 등의 부차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웹툰 작가 B>

신입작가들은 작품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데뷔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늘 있고, 수입의 안정성, 미래성 등에 대한 불안과 고민이 많다. 에이전시에서도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해 신입작가에게 개별 연락을 하는데, 회사가 원하는 작품성과 작가 본인이 원하는 작품성이 

다를 때에 대한 고민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본인의 작품관과 다르게 대중이 원하고 수익이 보장되는 

작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5) 웹툰 PD의 역량 및 역할 증대

웹툰산업의 성장으로 웹툰 작품 활동의 전문화·세분화가 심화되면서 작가 외에도 웹

툰 PD(피디)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PD의 과업 전문성은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웹툰 초창기에 비해서 그 역할과 비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웹툰 시

장이 형성된 초기에는 출판사의 작가의 원고를 받아와서 교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그러나 웹툰 시장이 성장하면서 PD는 작가와 함께 작품의 기획단계에

서 참여하여 주제 설정, 이야기의 전개 등을 함께 의논하고 마지막 단계의 교정·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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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도 필수 업무이다. 작품이 완성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지식과 관리능력, 그리고 

작가와 소통하는 역량도 요구된다. 작품이 완성되면, 작품 연재 시간 관리, 구독자의 

반응을 관리하는 일까지 담당하는 등 업무의 영역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문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에이전시와 제작사를 거친 웹툰 제작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PD의 업무와 역할이 고도화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

의 목소리다. 

<플랫폼 관계자 B>

회사에서 작가와 계약을 할 때, 작가들은 PD의 웹툰 관련한 재능도 함께 본다. 만화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시나리오 읽고, 기획안 작성 등 작가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야 한다. 20대 

중반 이상의 세대들은 웹툰을 보고 자란 세대로 웹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채용 공고뿐만 아니라 

웹툰 관련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고, 추천을 받은 인력을 데려오기도 한다. 플랫폼은 MD의 역할을 

하고 제작사는 준창작자역할이다. 우리 회사에서 플랫폼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더 많고, 웹툰이라는 

교집합이 있어서 상호간 이직 사례는 있다.

PD업무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주로 만화, 애니메이션 등 관련 학과 출신(만화

가 지망생)이거나, 어릴 적부터 웹툰을 즐겨보며 웹툰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작가의 경쟁이 치열하고 성공에 대한 보장이 담보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자로서 작품의 성공을 위해 작품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 전략 

등의 업무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지망을 한다. 

웹툰산업의 호황기라고 표현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산업이 고도화되기 전 단계로 인

력 양성(교육)기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작품과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PD가 필요한데, 현재는 PD양성교육 기관이 없고, 만화작가를 위한 교

육 기관이 대부분이다. 산학협력단(예: 목원대)과 ‘일, 학습 병행자’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PD를 양성하기도 했으나,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에이전시 관계자>

웹툰 PD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며, 아직까지는 웹툰 PD의 업무가 고도화되지 않았다. 주요 업무가 

출판사에서 작가의 원고를 받아와서 교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지금은 작가의 주제와 방향 등이 

대중이 원하는 것으로 제안하며, 교정·교열·마감 등 작품을 같이 완성한다는 개념이다. 만화가 

지망생도 있고, 이들이 모두 만화가로 성공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니, 오히려 제작자로서 작품의 

성공을 위한 방향 설정, 전략 등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다. 만화학과 출신이거나, 글을 

쓰던 사람이 오히려 PD업무에 재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웹툰이나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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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 환경(근로 시간, 계약사항) 

웹툰 작가의 업무환경의 주요 쟁점은 노동시간, 업무 강도, 회사와의 계약, IP 관리 

문제다. 우리나라 웹툰의 연재 주기는 일주일을 단위로 하는 주간연재가 보편적인데, 

주간 마감일정을 맞추기에는 업무시간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 웹툰 작가 실태조

사 보고서(2020)에 따르면, 작가들은 주 평균 5.8일을 일하고, 하루 평균 창작활동 

시간이 10.5시간이라고 응답(총 635명)하였다. 웹툰 창작활동 중 가장 어려운 점(복

수응답)중 1위는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악화(84.4%), 연재마감 부담으

로 인한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부족(84.3%), 경제적 어려움 74.0%, 악플 스트레스 

18.0%, 플랫폼·출판사와의 관계 16.4%, 기타 5.5% 로 응답하였다. 창작자의 입장에

서 주 단위로 웹툰 작업 활동은 물리적 시간의 부족 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있다. 독자

의 관심과 기대치가 높아져 그림 컷(cut) 수, 색채 등에 더 많은 작업시간이 소요되기

도 하이에 따른 작가의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 

<웹툰작가 A> 

우리나라는 주간 연재가 기본인데, 주간 연재에 작가들이 부담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휴재나 

시즌제 운영도 하고 있다. 시즌제로 계약하고 계약을 갱신하는데, 연재 기간 중 작가의 건강 문제는 

중요하다. 그래서 종합검진도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계약한다. 주간연재는 격주 간 연재하다는 

말도 있으니, 이렇게 되면 독자 이탈도 걱정이 된다. 그나마 시즌제가 있어서 다행이다. 

<웹툰작가 B>

독자들이 작품을 보는 안목도 높아져서, 작업량이 예전보다 많아지는 추세라서 대부분의 작가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그림 컷수가 적으면 독자들이 댓글로 항의하기도 한다. 작가들의 경쟁이 

심해져서 동료 작가들보다 많이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 옆 작가가 200컷 그렸다하면, 더 

그리고 싶어 한다. 개인적으로 작품의 스토리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컷수를 일부러 늘리지 않고,  

플랫폼에도 컷 수에 대해 심하게 간섭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작가들은 댓글 반응에 민감하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한다.

작가 개인과 플랫폼 또는 에이전시, 제작사와 계약하는 경우에 계약사항의 조항이 서

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작가 개인과 회사의 대립구

조가 형성되면서 각자의 입장차이가 명백히 발생하고, 때로는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한다. 가장 큰 쟁점은 IP에 대한 수익료 분배, 작업 환

경, 업무량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최근 웹툰의 영상물 제작에 따라 2차 저작권 관리

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문제시되는 사안은 주로 작가가 2차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불리한 계약을 맺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작가에게 과도한 업무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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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거나, 회사가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사례도 있다. 작가의 입장과 

다르게 에이전시나 플랫폼도 작가와의 계약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준

계약서는 작가가 상대적으로 약자라는 인식에서 작성된 조항들이 있는데, 이는 웹툰

산업의 성장에 따라 에이전시, 플랫폼 등의 회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업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웹툰 작가 A>

신입작가는 유명 작품이 없기 때문에 IP에 대한 수익료 배분 등 초반 계약을 회사에 유리하도록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작가의 취향과 재능보다 회사가 원하는 장르의 작품을 제작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에이전시 관계자>

에이전시는 작가와 플랫폼을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이자, 매니지먼트 역할을 한다. 개인 작가들

이 업계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킹을 도와주기도 하고, 작품에 따라 팀을 구성해주기도 하고, 개인 

작가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도맡아한다. 따라서 수익료 분배 과정에서 에이전시의 노동가치의 

책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 예술계통에서 사건·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의 

약자는 작가나 창작자로 포장되고 회사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에 대한 평가나 

기준이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회사의 입장, 플랫폼의 입장, 작가의 입장을 잘 아울러서 판단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실제로 연재 마감 관련해서, 작가가 마감 기한을 못 지켜서 작품 

투자사가 손해 본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 연재 마감을 못 지킨 일차적인 잘못은 작가인데, 회사가 

가해자, 작가가 피해자로 포장되는 사례가 있다. 회사 쪽에서도 공론화를 못하고 그냥 손해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중립을 잘 지켜서 제대로 판단해주면 좋겠다. 

3) 웹소설-웹툰-드라마 등 OSMU 

(1) IP 순환과 재확산 사례

웹툰의 스토리, 그림 등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영상물이나 캐릭터 상품으로 제작되는 

등 일명 웹툰산업의 OSMU(Once Source Multi Use)가 일어나고 있다. 웹툰 IP를 

언급하기에 앞서 콘텐츠 IP의 개념을 살펴보면, 「2020 만화 산업백서」에서는 콘텐츠

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 확장과 부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지식재산권 묶음

이며, 저작권과 상표권을 권리의 법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콘텐츠에 다양한 

구성요소가 있는데, 재산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웹툰 IP도 단순히 웹툰 원작이 웹상에 연재되고 독자들에게 읽히는 것이 아니라, 드

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물이 제작되고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2차 콘텐츠에 대한 관

심이 매우 뜨겁다. 최근 웹툰 시장에서 주요 관심사는 원작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

하여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는 것이다. 웹툰을 제작한다는 것은 1인 창작자에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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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창작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며 IP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권리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웹툰 플랫폼은 리그 시스템에서 신진 작가들을 발굴

하는 한편 무료 서비스를 통한 독자층 형성에 주력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외형적

인 작품 수 증가보다도 인기 독점작으로 고정 독자를 유입하고 IP를 확보하여 다양한 

콘텐츠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주요 플랫폼인 네이버웹

툰과 카카오페이지는 IP를 단순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

어나 웹툰을 수직계열화하며 산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화나 

드라마를 기획·제작·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오픈 드라마 18개, 2021년 오픈 예정드라마 7개, 오픈일 미정 드라

마 9개로 총 34개이다. 지상파, 케이블·종편, 웹드라마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웹툰 

원작의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웹툰 IP가 재확산되고 있다.

<플랫폼 관계자 A>

자체적으로 콘텐츠 제작하지만 작품 수는 다섯 작품 내외다. IP확보를 위해 자체 제작하고, 대작을 

생각하고 기획한다. 우리회사에는 IP가 없지만, 계열사(OOO스튜디오)에서는 성공한 IP가 있기 

때문에 회사방침으로 자체 제작을 열심히 한다.

(2) 주요 플랫폼별 웹툰IP의 영상물 제작 사례

① 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은 2018년에 자회사 ‘스튜디오N’을 설립하여 웹툰, 웹소설의 영상화를 위

한 토대를 본격적으로 마련하였다. 주로 다른 영상 제작업체와의 공동 작업하여 영상

을 제작해왔으며 <여신강림>, <스위트홈>, <유미의 세포들> 등 인기 콘텐츠를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 매체로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네

이버웹툰 기반의 영상 콘텐츠를 네이버의 Over the Top(OPT) 플랫폼인 ‘네이버 시

리즈온’을 통해 배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그 밖에도 제작회사 ‘리코(LICO)’를 설

립하여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된 웹툰을 웹애니메이션, 웹드라마 등 영상콘텐츠로 제작

하여 네이버웹툰 앱 내 PLAY 채널과 유튜브, 브이라이브(VLive) 등의 플랫폼에 유통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튜디오N이 참여한 <스위트홈>은 회당 제작비 30억 원 규모가 투입된 대형 프로젝

트로 2020년 12월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공개되었다. <스위트홈>은 2020

년 12월 25일에는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3위, 미국 3위를 기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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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2020년 4분기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개 후 첫 한 달 

동안 최소 2,2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40)

또 다른 인기작 <여신강림>의 경우 LG생활건강 화장품과 협업하여 신제품을 웹툰에

서 노출하여 홍보 효과를 도모하기도 했다.41) <여신강림>은 스튜디오N 의해 제작되

어 2020년 12월 tvN에서 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2020년 12월에는 

네이버웹툰과 라인플러스 자회사 ‘라인스튜디오(LINE Studio)’ 간 제휴를 바탕으로 

여신강림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제작 결정이 발표되었다.42)

자료: 스튜디오N 웹사이트(https://www.studioncorp.com).

[그림 3-8] 스튜디오N 제작 웹툰 기반 드라마 <스위트홈>, <여신강림>, <타인은 지옥이다>

②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지는 지난 2020년 1월에 웹툰 <이태원 클라쓰>를 드라마화하여 JTBC에

서 방영했다. <이태원 클라쓰>는 넷플릭스에서도 유통되었는데, 일본에서도 큰 인기

를 끌며 해당 작품을 각색한 <롯폰기 클래스>가 제작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 역시 보

도되었다.43) 카카오페이지의 일본 웹툰 플랫폼 픽코마에서는 ‘롯폰기 클라쓰’로 번역

된 원작 웹툰의 2020년 5월 매출과 누적 열람자 수가 각각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56.4%, 400% 가까이 급증했다.44)

40) Flixpatrol 웹사이트(https://flixpatrol.com)

41) 이뉴스투데이, 2019.04.08., “LG생활건강, 네이버 웹툰 ‘여신강림’과 콜라보 신제품 2종 선봬”

42) 머니S, 2020.12.24., “인기웹툰 ‘여신강림’, 게임으로도 나온다”

43) 조선일보, 2020.06.29., “[SC초점] 넷플릭스 타고온 ‘방구석 한류’…亞점령하는 K-드라마”

44) 엔터미디어, 2020.07.06., “‘기생충’에서 ‘이태원 클라쓰’까지, K콘텐츠 열풍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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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JTBC 웹사이트(https://tv.jtbc.joins.com).

[그림 3-9] JTBC에서 방영된 <이태원 클라쓰> 드라마와 OST

또한 카카오페이지는 2020년에 영화투자배급사 ‘메리크리스마스’와 영화 ‘승리호

(Space Troopers)’ 제작에 투자를 결정하고 공동으로 ‘승리호 IP 유니버스’를 구축한 

바 있다. 영화 초기 시나리오 단계부터 투자를 결정하고 공동으로 IP를 개발하기로 

했으며, 영화 승리호를 기반으로 웹툰을 제작하는 것에 더불어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승리호의 세계관과 캐릭터를 확장시켜 나가기로 발표했다.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하는 기존 IP 사업 방식과 달리 카카오페이지는 자사의 IP는 물론 직접 개발하지 

않은 IP라도 세계관이 탄탄하고 확장성이 있는 IP를 대상으로 투자하여 자체적인 ‘IP 

유니버스(IP Universe)’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45)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된 

‘승리호’ 웹툰은 연재 15회 만에 누적 조회 수 500만을 넘기며 인기를 모았다.46)

자료: 카카오페이지 웹사이트(https://page.kakao.com)

[그림 3-10] 카카오페이지의 ‘승리호 IP 유니버스’ 

45) 파이낸셜신문, 2020.05.25., “카카오페이지, 국내 ‘IP 비즈니스 사업자’로 본격 행보 시동”

46) 노컷뉴스, 2020.08.26., “영화 ‘승리호’ 원작 웹툰, 15회 만에 5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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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소설의 웹툰화

웹툰의 스토리나 그림이 영상물로 제작되는 것 이외에도, 웹소설의 스토리라인이 웹

툰으로 제작되는 사례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웹툰에서 그림의 완성도(질) 

보다 스토리를 더 중요시하는 풍토의 변화가 웹소설의 웹툰화에 한 몫하고 있다. 웹툰

의 스토리 전개 능력이 부족할 경우 스토리가 탄탄한 웹소설 작가를 섭외하여 협업하

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불과 201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웹툰 작가들은 주로 그

림 그리기에 주력하고, 웹소설의 판권을 사와서 웹툰의 내용을 전개하였다. 웹소설의 

판권 계약이 웹툰 개인 작가 간에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에이전시나 제작사들이 웹

소설의 판권을 모두 사들이고 있어, ‘웹소설 IP가 기업화’되어가는 추세다. 웹소설이 

웹툰, 드라마, 영화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되어가는 점에서 콘텐츠 시장의 성장으로 

볼 수 있으나, 현업에서는 여러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 포털사의 판

권 독점으로 소설 원작의 스토리라인의 각색 수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작품의 순수성

을 저해하고, 대중의 인기에 의한 다양한 장르 소멸 등 작품 창작활동을 방해받기도 

한다. 

<에이전시 관계자>

웹툰 제작사라서 검증된 소설의 판권을 사와서 웹툰화한다. 웹툰으로 만들 수 있는 작가들과 협업하

는데, 웹툰 오리지널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웹소설의 각색 작업을 주로 한다. 웹소설과 웹툰의 매체가 

달라서 그 과정의 어려움은 있으나 다들 적응 중이다. 웹툰 제작에서 2차 저작권이 가장 민감하고, 

각색에 대해서 원작자마다 요구사항이 다 다르다. 자기소설이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면, 각색하

지 말고 그대로 옮겨달라는 사람도 있고, 매체가 다름을 인정하고 편하게 해달라고 하기도 한다.  

원작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IP를 2차로 확장할 때 어느 회사는 웹툰을 하나의 창작물로 인정해서 

웹툰을 가지고 IP 사업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곳도 있는데, 어떤 곳은 그 권한은 내 것이니 

줄 수 없다고 하는 사례도 있다.

<웹툰 작가 C>

웹소설과 웹툰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데, 웹소설은 글이라 진행이 빠르다. 나는 웹소설을 토대로 

웹툰을 만들고 있다. 내가 산 판권은 인기 있는 작품이기보다 액션만화라서 그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판권을 샀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적으로 판권을 사기가 어려운데, 

매니지먼트들이 판권을 다 샀고, 매니지먼트에서 웹소설 작가들까지 다 계약하고 있다. 나는 웹소설 

판권을 5년 전에 샀는데, 그때는 회사도 많지 않았다. 요즘에는 웹소설 작가들 대부분이 매니지먼트

에 소속되어 있어서 웹툰까지 영역을 확장하려고 더 이상 판권을 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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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황후

자료: 네이버

악역의 엔딩은 죽움뿐

자료: 카카오페이지

[그림 3-11] 웹툰화된 웹소설

(4) 웹툰의 애니메이션화와 캐릭터화 가능성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산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웹툰과의 연계와 영역 확장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① 웹툰의 애니메이션화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산업의 수익구조, 이용자층의 차이로 인해 웹

툰과의 협업 구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애니메이션 산업 성장의 전제는 안정

된 수익의 보장과 시장의 확대다.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의 수익시스템에서 영

상 방영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시장이 크지가 않고, 

방영체계가 TV나 스크린에서 OTT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수익성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TV용 애니메이션의 경우 공중파 방영이 끝나면 케이블 방송, OTT, 

유튜브 순으로 방영되면서 수익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방영 수익료만으로 새로운 

애니메이션 작품을 온전히 제작하기는 힘들다. 또한 애니메이션 제작의 주요 작품들

이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제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을 위한 콘텐츠

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더라도 두터운 수요층이 

생기기 어려울뿐더러, 제작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 수익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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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제작 관계자>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이 공급이 OTT서비스로 넘어가면서, 수익성에는 큰 도움이 못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이 1억 원이면, 회수되는 수익이 1억 원이 되어야 또 다른 애니메이

션 제작이 가능하다. 오래전부터인데 한국 애니메이션은 국내 시장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국내에서

만의 제작으로 어떤 수익 또는 제작비를 회수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30분짜리를 제작하면 1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먼저 방영하는 공중파에 서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처음에 5,000만 원이었는데 점점 줄어서 이제 1,000만 원도 안 준다. 10%도 안 되는 

방영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자신의 IP 만드는 사업을 진행했지만 수익 구조의 한계, 영·유아 쪽에만 쏠리는 관심 등으로 웹툰과 

애니메이션의 IP 순환이 쉽지 않다. 

반면에 한국 웹툰이 일본과 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통해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

면서 웹툰못지 않은 인기를 얻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2020년에 일본의 ‘텔레콤 애니

메이션 필름’, 미국의 스트리밍 사업자 ‘크런치롤(Crunchyroll)’과 공동 출자하여 인

기 웹툰 <신의 탑>을 애니메이션화했다. 국내 웹툰 작품을 기반으로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제작, 유통에 참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작품은 방송 직후 미국 트위

터 실시간 트렌드 9위에 올랐으며 미국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Reddit) 내 주간 

인기 애니메이션 랭킹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47) 이후에도 네이버웹툰은 Crunchyroll

과의 공동 투자를 바탕으로 인기 작품 <갓 오브 하이스쿨>, <노블레스> 역시 일본 애니

메이션 제작사 MAPPA, Production I.G. 등에 제작을 맡겨 한국, 미국, 일본에서 방

영했다. 단편적으로 보면, 해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와의 협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한국 웹툰 IP의 순환이 해외까지 무한하게 확장될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 네이버 시리즈온 웹사이트(https://serieson.naver.com).

[그림 3-12] 네이버웹툰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신의 탑>, <갓 오브 하이스쿨>, <노블레스>

47) 블로터, 2020.04.09., “네이버웹툰·카카오페이지, IP 사업 “쏠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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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웹툰의 캐릭터화

웹툰 캐릭터는 대중성이 미약하고, 굿즈(goods) 판매를 위한 상품화를 전제로 하지 

않아서, 캐릭터산업과의 일반적으로 협업이 일어나지 않는다. 웹툰과 캐릭터 산업 모

두 IP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라이센싱화하는 과정이 동일하다. 그러나 캐릭터는 

상품화를 전제로 제작되므로 기획, 디자인, 제작, 제조, 유통, 마케팅 등의 과정을 거

친다. 캐릭터가 생성되는 것에는 줄거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디자이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 큰 특징이다. 

캐릭터의 상품 판매와 다르게, 웹툰의 캐릭터가 굿즈로 상품화되는 경우가 드물다. 

일반적인 굿즈는 핸드폰 케이스, 팬시문구, 봉제인형, 머그컵, 티셔츠 등으로 제작하

여 판매되며, 이러한 상품들은 1인 작가가 손쉽게 접근하는 아이템이다. 그리고 웹툰

의 캐릭터를 완구류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굿즈 

상품화와는 전혀 다른 제작·생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작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전문성을 요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나 비용의 문제 등으로 웹툰의 등장인물

을 캐릭터산업과 연계하여 2차 저작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다. 다만 인

기 있었던 웹툰의 등장인물을 상품화하는 사례는 가끔 발생한다. 

<캐릭터협회 관계자>

오리지널 캐릭터와 웹툰 캐릭터는 다른 점이 많다. 완규류는 일반 캐릭터에 비해 대규모 제작비용

(일반 캐릭터는 몇 백만 원, 완구는 억 단위)이 들고 제조방식과 생산라인이 다르다. 보통 애니메이

션 캐릭터가 완구로 제작 생산된다. 아직까지 웹툰은 연재 우선으로 캐릭터 판매를 염두에 두지 

않아 캐릭터 상품으로서의 대중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최근 웹툰 성공이 가벼운 캐릭터 상품으로 

연결된 경우가 있긴 하다. 마음의 소리, 유미의 세포의 캐릭터가 피규어, 문구류, 인형 등으로 

제작·판매가 되었다. 

자료: 네이버웹툰프렌즈 웹사이트

[그림 3-13] 웹툰 캐릭터 상품:(좌)‘유미의 세포’ 피규어, (우)‘마음의 소리’ 포스트잇



66

03

서
울
 웹
툰
산
업
의
 특
성

OSMU가 되려면 웹툰의 등장인물을 상품화하여, 이를 이용한 전시 이벤트 개최, 테

마파크 공간 등 과정이 비슷하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인 에이전시의 역할도 필요하다. 

캐릭터와 웹툰의 운영인력은 상이하고, 캐릭터 업체들은 웹툰 제작사처럼 1인 또는 

2~3인의 기업체가 대부분으로 오리지널 캐릭터 회사는 디자이너 개인이 운영한다. 

이러한 업무 환경의 차이로 디자이너와 웹툰 작가와 제작사와의 교류나 협업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4) 웹툰산업의 전망과 가능성

(1) 해외 투자 호황기

국내 웹툰산업의 성장과 인기는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K-드라마, 영화, K-pop 

등 한류 문화콘텐츠의 인기 못지않게 해외에서도 K-웹툰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내 웹툰 플랫폼들은 일본, 중국, 대만, 미국 등의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구독자층을 

확보하고, 투자유치 이끌어내고 있다. 미국 구글플레이 만화 앱 인기차트에서 1위에

서 5위까지 한국 웹툰이 차지하고 있다. 웹툰 ‘스위트홈’은 북미시장에서도 인기를 끌

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등에서 투자유치를 모색한다는 분위기48)이다. 해외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계열사의 활약이 단연 두드러진다. 네이버와 카카오 계열의 웹툰 플랫

폼의 글로벌 거래액(2019년)은 총 1조 원으로 네이버는 6,000억 원, 카카오는 4,000억 

원의 성과49)를 거두며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카카오의 콘텐츠 비즈니

스 자회사인 포도트리는 글로벌 투자사 앵커에퀴티파트너스로부터 1,25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2016)하였다. 다음웹툰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이며, 웹툰의 오리지널 

IP 확보와 기존 사업의 만화, 소설, 웹툰에서 나아가 동영상과 광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50) 카카오의 일본 법인인 픽

코마를 통해 7,5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였다.51) 네이버는 2014년부터 북미시

장 진출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고, 미국 시장을 거점으로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를 잇는 중견 플랫폼 레진코믹스 미국 시장에서 단독 매

출 100억 원을 달성(2019년 4월)하였고, 프랑스 델리툰과 상호 전략관계를 구축하며 

48) 더 벨, ①‘스위트홈’ 북미시장 성과…국내보다 미국법인 IPO 선회, 2021.1.1.

49)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b, ｢2019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50) 이데일리, 카카오 자회사 ‘포도트리’, 1250억 해외 투자 유치..기업가치 5천억, 2016.12.05.

51) 서울경제, 거세지는 ‘웹툰전쟁’···카카오재팬, 7,500억 원 투자 유치 추진,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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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지역에 K-웹툰의 인기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2) 플랫폼별 해외진출 시장 특징

웹툰 플랫폼별로 해외 진출 시장은 다양하다. 네이버, 카카오페이지, 레진코믹스, 델

리툰, 태피툰(Tappytoon) 등이 해외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다.52) 네이버웹툰은 전세

계 100개국 이상에서 앱을 출시하였으며, 글로벌 6,700만 명의 MAU(Monthly Active 

User, 월간활성사용자)를 달성하였으며, 일본, 미국,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에서 디

지털코믹스 플랫폼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는 일본에서 웹툰 매출 

시장 점유율이 높고, 최근 온라인게임 업체인 ‘네오바자르’를 인수하여 카카오페이지 

인도네시아를 설립하였고, 대만, 중국, 태국 진출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을 확

대해나가고 있다. 레진코믹스는 일본어와 영어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일본과 미국

의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해외이용자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2020년에는 일

본에서 서비스 손익분기점을 돌파하였고, 연간 해외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

를 거두고 있다. 델리툰은 키다리스튜디오의 프랑스 자회사로서, 2019년 키다리스튜

디오가 프랑스 웹툰플랫폼 델리툰을 인수하였다. 국내 주요 플랫폼과 에이전시와 계

약하여 프랑스에 작품 공급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레진엔터테인먼트와 인수협상하여 

해외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태피툰(Tappytoon)은 글로벌 웹툰 플랫폼으로 콘텐츠퍼

스트라는 스타트업이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 145편이 진출(2020년 12월)해있고, 미

국 디지털 코믹스 앱 전체 매출 2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미국 진출 성공에 힘입어 프

랑스어, 독일어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국내 웹툰 플랫폼마다 각자 추구하는 고유의 스타일이 있다. 학원물, 로맨스, 드라마, 

판타지 등 대중적인 인기의 작품을 연재하는 대형 플랫폼을 비롯하여, BL(Boy’s 

Love), GL(Girl’s Love), 성인물 등에 주력하는 중견 플랫폼들이 있다. 국내의 인기

작품이 아니어도 해외 현지의 웹툰 구독자의 성향에 맞는 작품들을 해외시장에 수출

하고 있다. 다만 회사의 규모와 작품의 대중성으로 인해 모든 플랫폼의 해외 시장 개

척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캠퍼스 로맨스물, 학원물 등이 영어권 독자나 아시아권에

서 인기가 높은데, 10~20대 연령층 여성 독자의 영향이 크기도 하다. 미국은 10~20

대 남성 독자층을 위한 히어로물이 집중된 시장이나, 한국 웹툰의 판타지 로맨스, 학

52) 자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디지털만화규장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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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들이 공략하고 있다. 베트남은 드라마, 로맨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태국

은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로맨스와 BL장르가 인기가 있다. 중국은 1995년~2000년

에 태어난 이용자들이 웹툰의 주요 소비자층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로 판타

지, 로맨스 장르를 좋아한다. 유럽은 인쇄 만화가 주를 이루는 시장으로 프랑스는 예

술성과 스토리텔링을 갖춘 만화를 선호한다.53) 대중적인 장르 외에도 기발하거나 엽

기적인 소재, 공포·스릴러, 성인물 등의 다양한 작품들도 웹툰 틈새시장을 공력하고 

있다.54)
 

2020년 해외에서 인기가 많았던 국내 웹툰작품이 상당수 있었고, 선호도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55) 네이버웹툰의 ‘여신강림’, ‘신의 탑’, ‘외모지상주의’는 해외 

국가에서 상위권인 1~3위를 차지하였다. 중국(라인웹툰, 2020년 12월)에서는 ‘남주

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재혼황후’, ‘원수를 사랑하라’ 등이 인기가 있었다. 

카카오페이지 운영의 일본 플랫폼 픽코마는 일본 진출 4년 만에 전세계 만화 소설 

애플리케이션 매출 1위 기록하였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 ‘악녀의 정의’, ‘달빛조각

사’의 인기가 매출상승에 큰 역할을 하였다. 미국은 남성적인 이미지 선호, 스포츠 장

르가 인기가 많으나, 최근에는 한국형 로맨스에 관심도 높아지면서 라인웹툰(2020년 

12월)에서는 ‘여신강림’, ‘재혼황후’, ‘더복서’가 인기 있었다. 일본에서는 판타지 장

르 선호하기 때문에 픽코마(2020년 10월)의 ‘나 혼자만 레벨업’, ‘나 홀로 버그로 꿀

빠는 플레이어’, ‘남편이 미모를 숨김’ 등이 인기가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K-pop

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큰데, 라인웹툰(2020년 12월)의 ‘여신강림’, ‘싸움독학’, ‘재

혼황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53)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8.26., 비상하는 K-웹툰! 해외 만화시장 변동 및 국내 웹툰 수출현황

54) 한겨레, 2016.6.1., 웹툰 한류, 나라별 선호 장르는?

55)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012,24., 국내 웹툰, 해외에서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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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 관계자>

북미,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사이트가 많이 생겨나고 해외에서 이미 잘 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독주하는 상황으로, 이 두 회사의 

선택을 받지 않은 작품은 해외에서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견 기업들은 해외번역료 책정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다. 

<플랫폼 관계자 A>

작년까지는 국내시장을 주력으로 했다면 올해부터는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열어 볼 생각이다. 

올해 상반기에 해외사이트가 5곳 정도 추가 오픈이 될 예정이다. 네이버나 카카오의 해외플랫폼 

많이 생겼고, 다양한 작품 서비스를 위해 우리 플랫폼의 작품을 달라고 한다. 콘텐츠가 해외 진출하

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진출 속도에 있어 회사규모가 영향을 미친다. 대형포털이 무료로 

제공하는 작품은 대중의 노출도가 높아 영화·드라마를 제작하여 2차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소형 플랫폼은 직접 발로 뛰어서 영상화 계약을 하지만 진행이 빠르지 않다. 우리는 유료플랫폼이

라서 독자 유입량도 적고, 연재 작품이 성인물이 많아서 영상화가 쉽지는 않다. 

<웹툰 제작사 B>

우리 회사는 다른 곳보다 해외진출이 늦고 전투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 성인물이 주요 장르인데, 

성인물이 안 되는 국가가 있다 보니, 해외 연재, 광고, 마케팅 제약이 있다. 그래도 일본 플랫폼에 

진출했고, 일본 플랫폼에서 수익의 70% 정도 가져가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대만은 원래부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예비작가>

한국 웹툰의 강점은 스토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에서 상위권 웹툰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일진물이 

많은데 해외 진출하는 작품들을 보면 스토리가 좋은 작품들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소재나 캐릭터를 많이 선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3) 해외 진출 주요 경로 

웹툰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플랫폼의 해외 진출 경로는 

크게 플랫폼 진출, 합작회사를 통한 진출, 퍼블리셔로 제품 공급을 통한 진출이 있다. 

해외에 직접 플랫폼을 설립하여 수출하는 업체는 주로 국내 웹툰을 해당 국가의 언어

로 번역하고 문화에 맞추어 현지화하여 서비스한다. 더불어 현지 만화 출판사와 계약

하여 해당 국가의 인쇄만화를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

에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한 네이버웹툰(라인망가), 카카오페이지(픽코마), 

NHN(코미코) 등이 있다. 플랫폼 진출 방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업체로는 네

이버웹툰을 들 수 있다.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는 라인 웹툰(LINE WEBTOON), 

중국에는 ‘동만 엔터테인먼트(咚漫娱乐有限公司)’, 스페인어권 지역에는 ‘웹툰 라티노

아메리카(WEBTOON Latinoamérica)’라는 이름으로 진출했다. 그 밖에 카카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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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는 동남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웹툰서비스 기업인 

‘네오바자르’를 인수하였다.56)

합작법인을 통한 해외 수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지만 주로 중국에서 규제를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점차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웹툰 플랫폼 

코미카는 2017년 1월에 중국 게임사 창유와 현지 합작법인 ‘창만’을 설립해 코미카 

웹툰 13편을 텐센트동만에 공급했다. 또한 텐센트동만 외에도 현지 플랫폼 ‘부카만

화’에도 작품을 공급하는 등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57) 카카오페이지 역시 2020년 

12월에 중국 텐센트와 함께 현지 웹툰·웹소설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카카오페이지는 합작법인에 작품을 공급하는 마스터 콘텐츠 공급자(MCP, Master 

Contents Provider)로서 콘텐츠 중계·관리·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며 운영비를 받고 

발생하는 매출 일부를 나눠 가지는 한편 텐센트는 중국에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콘텐츠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할 예정이다.58)

작품 공급이 가장 보편적인 수출 방식으로 대부분의 수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치열한 시장 경쟁과 각종 규제로 인해 플랫폼 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진출

이 어려운 중국에서 활발하다. 다음웹툰은 2015년에 중국 문화콘텐츠 전문 기업 ‘이

스트 타이거’의 한국 계열사 ‘이스트 타이거 코리아’와 손을 잡고 인기 웹툰 10개 작

품을 중국 차이나모바일 산하의 ‘미국 동만’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

으로 <상상 고양이>, <궁상 가족>, <고교 대장부>, <묘 전전>, <디오스 뚱스>, <아띠 

아띠>, <유치원의 하루> 등 다음 웹툰에서 평점 9.7 이상의 작품 10편을 유료로 공급

되었다.59) 국내 웹툰 스튜디오 디앤씨미디어는 2017년에 중국 플랫폼 텐센트동만 및 

콰이칸만화와 <황제의 외동딸>, <이세계의 황비> 두 작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

여 1년 만에 누적 조회수 11억 뷰, 7억 뷰를 기록했다.60)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케이팝(K-Pop) 등 한류 콘텐츠를 웹툰과 결합하여 수출을 시

도하고 있다. 네이버의 자회사 리코는 지난 2019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하여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을 담은 웹툰 ‘화양연화 Pt.0’을 제작했다. 화양연화 Pt.0은 네이

버웹툰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7개 국가에 16회 에피

56) 플래텀, 2018.12.18., “카카오페이지, 인도네시아 ‘네오바자르’ 인수, 동남아로 진출 확장”

57) ZDNet Korea, 2017.09.05., “中 진출한 韓 웹툰들, 누가 잘하고 있나”

58) 시사저널이코노미, 2020.12.01., “[단독] 카카오페이지, 中 텐센트와 이달 웹툰·웹소설 합작사 설립”

59) 플래텀, 2015.04.14., “다음 웹툰 中시장 진출, 중국 주요 콘텐츠 플랫폼에 연재”

60) 서울경제, 2018.04.05., “디앤씨미디어, 中 텐센트동만 · 콰이칸과 웹툰 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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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드에 걸쳐 공개되었으며 연재 종료일 다음날에 방탄소년단의 신규 앨범이 공개되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였다.61)

<에이전시 관계자>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바이어 연결, 번역 등의 업무가 있는데, 그 나라의 생활방식이나 문화에 

맞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전문 번역가가 필요하고, 비용이 적지 않아 중견 업계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이 크게 성장하기 이전에는 해외 바이어도 직접 만나 수출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대형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해외 판로를 잘 개척하고 

있고, 해외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에 중견 업체는 해외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 

등의 문제와 회사마다 추구하는 장르의 특성으로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61) The PR, 2019.01.17., “‘BTS 웹툰’으로 빅히트-네이버가 기대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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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울 웹툰산업 지원 방향

1_기본방향 

서울 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서울에서 생산되는 ‘웹툰 콘텐츠의 가치 

확장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웹툰의 유료화 전환에 따른 웹툰시장의 확대, 플랫폼업체의 등장, 비대면 소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웹툰산업의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존 출판만화의 웹툰산

업으로의 전환 지원, 기존 웹툰 제작자(작가, 제작사 등)의 전환 지원, 그리고 새로운 웹

툰 제작자의 신규 진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웹툰산업의 기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서울은 서울시민이라는 까다로운 소비자, 누적적인 창조문화환경 등으로 인

하여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웹툰산업에서도 마

찬가지이다. 2018년 기준으로 웹툰 사업체의 60.5%와 종사자의 61.6%가 서울에 소

재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경기도는 각각 21.9%, 34.1%에 머무르고 있어, 서울의 웹

툰 집중도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들어 서울 웹툰 사업체의 증가율이 높아져 

그 집중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서울시는 서울 웹툰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웹툰 산업 활성화 방향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서울 웹툰은 웹툰 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웹툰 사업체는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경기도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웹툰업체는 경기 웹툰업체보다 영세한 편이다. 2018년 서울 웹툰 평균 종사자 수가 

8.2명인데 비하여 경기 웹툰 평균 종사자 수는 12.6명으로 경기 웹툰의 약 2/3 규모

에 머무르고 있다.62) 이는 서울시가 웹툰 창작의 인큐베이터 위상을 지속 지원하면서 

62) 콘텐츠산업통계 분석 결과, 웹툰시장의 성숙에 따라 서울 웹툰 평균 종사자 수가 2014년 6.9명에서 2018년 
8.2명으로 증가했고 평균 매출액도 같은 시기 10억에서 23억 원으로 2.3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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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규모 웹툰 사업체가 겪는 취약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웹툰산업의 핵심인 웹툰 콘텐츠의 가치 확장을 위하여 ‘창작 토대 

강화’, 둘째, ‘콘텐츠 수익화 증대’ 등의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창작토대 강화는 새로운 산업 환경 속에서 시장이 원하는 콘텐츠를 적시에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등을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뜻

한다. 한편, 콘텐츠 수익화 증대는 개발된 콘텐츠의 해외 진출 또는 다른 콘텐츠로의 

IP 순환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여기에서는 ‘웹툰 인재 양성’, ‘다양한 IP 순환 촉

진’, ‘협업 환경 조성’, ‘해외 진출 촉진’ 등 4개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림 4-1] 서울시 웹툰산업을 위한 지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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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지원전략

1) 전략 1: 새로운 직무에 대응할 수 있는 웹툰 인재 양성을 지원

출판만화에서 디지털만화인 웹툰으로, 그리고 웹툰의 무료연재에서 유료화에 따른 웹

툰 산업생태계의 변화는 산업생태계에서 필요 인력 수요도 바꾸고 있다. 산업 급변에 

따른 새로운 인력 훈련 지원정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웹툰 산업생태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직무역량이 필요하

게 되었으므로 서울시는 집단 특성별 맞춤형 교육을 직접 또는 민간 위탁 방식을 통

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와 전문가회의 결과, 웹툰산업에서 인재양성 지원이 필요한 집단은 비웹툰을 

전공한 작가 지망생, 현업작가, 웹툰PD 등 세 집단으로 나타났다. 

웹툰 제작 집단은 웹툰학과 졸업생, 비웹툰 작가지망생, 그리고 현업작가 등으로 구분

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웹툰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나 대학교가 많이 생기면서 관련 학

과 졸업생이 웹툰산업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이 졸업생들은 이미 공식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웹툰 제작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 네트워크 

등을 통해 시장 정보 등을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구득하고 있으므로, 이 

집단을 타겟으로 하는 교육을 별도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웹툰 제작과 관련하여 교육이 필요한 집단은 비웹툰 전공자인 작가 지망생이나 기존 

출판만화 세대였던 현업작가 등으로 드러났다. 웹툰 전공자와 달리 비웹툰 전공자의 

대학교 전공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과 관련 있는 미대 출신도 존재하지만 

만화나 웹툰을 좋아하는 다른 단과대학 졸업생도 웹툰 작가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는 

개별적으로 스터디 모임이나 민간 학원에서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 비웹툰 전공자를 위한 웹툰 기본과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제 인터뷰에서 현업작가는 새로운 기술 변화나 정보의 홍수를 헤쳐나가는 방

법에 한계를 느낀다는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웹툰화 되면서 과거 단색 

만화에서 채색이 가미된 웹툰으로 변동되는 등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필요한 기술 역량의 부족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들 현업작가를 위한 교육으로 기존 

숙련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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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A>

선배작가로서 후배작가한테 조언해 줄 게 없다. 오히려 기존 작가들이 못 따라가는 분이 많다. 프로그램도 

업데이트가 막 되는데 업데이트가 되면 아이콘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젊은 친구들은 다 따라가는데 

저랑 나이대 비슷하신 작가님은 5년 전 프로그램을 그대로 쓰시고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 전문학과(출신

들)은 정보가 엄청 빠르다.

<예비 작가>

대학 학과가 웹툰 비전공자라서 개인 스터디그룹에서 공부한 후 민간학원에서 포토샵이나 클립스튜디오 

등 웹툰 그리는 툴 다루는 법을 배웠다. 

또한, 웹툰산업 노동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웹툰PD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나

타났다는 점이다. 과거 출판만화시절에 편집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웹툰PD는 과거 출

판만화와는 그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다르다. 

출판만화시절 편집부 PD가 시간 관리, 스케줄, 교정 등을 담당했다면, 웹툰PD는 유

망 콘텐츠의 선발, 전략기획, 해당 콘텐츠의 기획과 재구성, 팀구성, 홍보 등 매우 다

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출판PD가 만화가의 스토리 구성에 수동적이었다면 

최근 웹툰PD는 시장 트렌드에 맞추어 웹툰작가에게 개입하는 영역이 커지고 있다. 

또한 웹툰의 작업이 방대해지고 팀단위로 일을 진행하게 되면서 웹툰PD가 팀 구성에

도 조언을 하거나 제작사의 스탭과 작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웹툰PD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재 웹툰산업에서 PD인력난은 매우 

심각하다. 그 이유는 웹툰산업의 폭발적인 증가도 있지만, 웹툰산업에 중소형 에이전

시가 최근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7년 32개였던 에이전시가 2019년 217개로 그 수

가 6.8배나 증가했다. 즉 에이전시에서 고용해야 하는 PD의 수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웹툰 PD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에이전시끼리 PD를 서로 스카우트하

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웹툰PD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웹툰 작가와 에이전시 간, 웹툰 작가와 시장 

상황 간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단순 교육만으로는 PD양성에 한계가 존

재한다. 그러나 현재는 PD로서 필요로 한 공식 역량 교육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경우, 에이전시의 사내 교육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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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A>

(최근 신입) 담당 부서에 배속돼서 4개월에서 1년 정도 PD 업무를 배우면서 일을 시작했다.

<플랫폼 B>

웹툰PD는 만화를 잘 알아야 하고, 시나리오 읽고 기획안 작성, 작가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야 

한다.

<전문가>

PD같은 경우에는 에이전시들이 100개 이상 만들어지는데 PD는 적다 보니 (에이전시끼리 PD를)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일도 일어나고, 서울시가 집중을 해주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과정 내용

웹툰 지망생(비웹툰 전공자)

- 디지털 베이직툴(포토샵, 클립스튜디오 등)

- 채색

- 웹툰에서 기획/스토리 짜기

현업 작가
- 디지털 베이직툴

- 채색

PD 입문

- 매니지먼트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 홍보마케팅 스킬, 계약서 

작성하기

- 플랫폼 특성과 기획서 협의 방식에 대한 이해

- 다양한 IP 콘텐츠의 탐색 및 발굴

[표 4-1] 웹툰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

2) 전략 2: 오리지널 콘텐츠의 IP 확보 및 다각화를 지원

웹툰의 가치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콘텐츠가 여러 방향에서 사용되는 원

소스 멀티유즈(OSMU: one source multi-use)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예컨대 웹툰이 웹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상품 등으로 활용되거나 

웹소설 등이 웹툰화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웹툰이 다른 콘텐츠화 될 경우 웹툰IP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것이며 또한 다른 콘텐츠의 웹툰화를 통해 웹툰이 IP를 구매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서울은 여러 콘텐츠가 생산되고 교차되는 공간이므로 서울 웹툰 활성화에 있어서 서

울의 융합 용이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웹소설의 웹툰화, 웹툰의 영화화 등 콘텐츠IP의 순환이 활발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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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 들어서 웹툰산업이 과거보다 더 산업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웹소설 등 웹툰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하여 개별 웹툰작가나 소규모 제작사의 콘텐

츠 접근성이 제한적이게 되었다. 최근 제작까지 뛰어들기 시작한 플랫폼과 에이전시

가 오리지널 콘텐츠 판권을 대량 확보하게 되면서 중소규모 웹툰 제작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웹툰작가 A>

(5년 전과 달리) 지금은 개인적으로 판권을 사기가 어려운데, 매니지먼트(에이전시)들이 판권을 다 샀고, 

매니지먼트(에이전시)에서 웹소설 작가들까지 다 계약하고 있다.

<플랫폼 A>

우리도 현재 시범적으로 제작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지금 시도 중인 웹툰 콘텐츠 제작이 성공하게 

되면 앞으로 웹툰 제작을 더 확대할 계획에 있다. 그래서 웹툰 스토리가 될 만한 웹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대거 확보하고 있다.... 확보 방법은 개별 웹소설 작가를 개별 컨택하기보다는 웹소설 전문 출판사를 

컨택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저작권을 한꺼번에 확보하고 있다. 그게 저렴하기도 하고 계약상 문제가 

없다.

<캐릭터협회 관계자>

캐릭터업체는 대부분 대규모 대량생산 완구류를 생산하나, 오리지널 캐릭터 디자이너와 웹툰 만남 가능성

도 있다. 웹툰 굿즈로 마음의 소리, 유미의 세포의 캐릭터가 피규어, 문구류, 인형 등으로 제작·판매가 

되고 있다.

이러한 독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웹툰, 웹소설, 웹드라마 등 기타 콘텐츠 창작

자 간의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창작자 간 교류하여 상호 아이디어 교환, 새로운 

장르 개발 타진, 최근 다른 콘텐츠의 유행 영역 등을 알리고 개인 콘텐츠의 개별 판로 

확보를 제공함으로써 플랫폼이나 출판사 등과 같은 유통사에 대한 창작자의 의존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콘텐츠의 스토리 순환 이외에도 웹툰의 캐릭터 상품화라는 IP 순환이 또다른 

수익 창출 원천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캐릭터제조업체는 애니메이션 중

심의 대량 생산 완구업체로 특화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디자인 특화형 오리지널 

캐릭터 사업체가 서울에 특화되어 있어 이 중소 캐릭터업체와 웹툰이 잘 연계될 경우 

캐릭터 상품화가 가능하다. 현재 ‘유미의 세포’ 피규어나 ‘마음의 소리’ 포스트잇처럼 

웹툰의 또다른 수익원으로 간단한 수준의 캐릭터 상품화가 성공하고 있다([그림 

3-13] 참고). 즉 디자인 업체가 웹툰 맞춤형 기획과 설계를 진행하고 생산은 제조업

체에 위탁 주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내에 소재한 오리지널 캐릭터 

디자이너와 웹툰 제작자나 플랫폼 간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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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콘텐츠 융합을 교류지원 사례

3) 전략 3: 웹툰애니타운(가칭) 조성을 통한 협업환경을 조성

현재 서울시는 상상산업 지원 전략으로 남산에 애니타운을 조성 중이다. 애니타운조

성계획은 기존 애니메이션센터의 협소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명동과 남산을 연결하

는 콘텐츠 관광명소화 구상에 기반하여 진행되어, 서울 상상산업의 한 단계 도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문화재 발견 등을 이유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

으며, 그의 경과 조치로 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웹툰파트너스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4-3] 서울 애니타운 설계 당선작

구분 창작공간 협업공간

지원내용

1인 창작자 또는 2~3명의 팀 입주, 

총 18개 좌석

개방형 공간, 기본 1년, 최대 3년, 

1좌석당 5.5만 원

약 6평, 3~4명의 팀 또는 기업 입주, 

총 3개실, 1개실당 22만 원

[표 4-2] 웹툰파트너스 공간지원 내용(202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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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파트너스는 명동 주변에 민간 사무실을 임대하여 웹툰 1인 작가나 제작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웹툰파트너스는 개방형 공간으로 1인 창작자나 2~3명의 소규모 

팀을 위한 창작 공간과 3~4명 이상의 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협업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2021년 5월 현재 창작공간 총 18개 좌석과 협업공간 총 3개 실만

을 지원하고 있어 서울 웹툰의 성장속도나 규모에 비추어 지원규모가 현저히 적은 편

이다.

서울시는 웹툰 제작자 간, 웹툰 제작자와 플랫폼 간, 그리고 웹툰산업과 다른 산업간 

등 세 차원의 연계 확대와 서울시민의 웹툰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애니타운 내에 웹툰 

전용 공간을 구획하고 웹툰과 다른 상상산업 간 복합 공간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웹툰공간은 제작자를 위한 입주공간, 웹툰의 모든 주체가 상호교류할 수 있는 

사업교류공간, 출판만화와 웹툰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전시공간, 그리고 시민과 

예비작가가 이용할 수 있는 웹툰창작 체험공간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웹툰공

간은 제작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므로,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여 각 가치사슬의 주요 

경제주체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웹툰작가 A>

10년 전쯤에는 강북에 작가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작가들이 협업도 하고. 작가들이 한번 작업 시작하면 

2년 정도는 혼자 하니까 외롭고 트렌드를 잊어버린다. 만화가 주택 (보다는) 차라리 사무실 같은 걸 

제대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림 4-4] 애니타운계획 내 웹툰공간 구상

4) 전략 4: 콘텐츠 마켓, 해외 한류거점공간, 번역지원으로 국내외 진출지원

서울시는 웹툰콘텐츠의 수익확대를 위하여 국내 마케팅 지원과 해외수출 지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콘텐츠 마켓의 웹툰 영역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 웹툰 콘텐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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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웹툰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업체와의 교류도 진행

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이끌어왔던 SPP(Seoul Promotion 

Plan) 행사의 확대가 그 한 방법일 수 있다. SPP는 국제 콘텐츠 마켓으로 콘텐츠 제

작업체와 투자자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SPP는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캐릭터 

등의 콘텐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2020년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1개월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바이어와 셀러 간 온라인 매칭을 진행했다. 온라인 매칭 기준

은 기업 유형, 콘텐츠 분야, 참여 목적 등이었다.63)

서울시는 이 콘텐츠 마켓에 개별적으로 국내외 드라마 제작사의 셀러로서의 참여 장

려, 웹툰 전용 섹션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여 웹툰과 비웹툰 간의 비즈매칭까지 진행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5]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 중인 콘텐츠 마켓

둘째, 해외로의 웹툰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중앙정부

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울 웹툰에 대한 해외 시민의 인식과 

관심 제고 등 저변 문화 확대를 위하여 한류의 거점이 되고 있는 해외 현지 시설에 

서울 웹툰도 상시 상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 현지 거점으로 해외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K한류 체험관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이다.

63) 2019년 SPP 실적은 30개국 461개 사의 참여로 5천만 달러 계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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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장르 선정과 웹툰 번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진출에 성공한 웹툰과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의 인기 웹툰 간 장르가 상이한 측

면이 존재한다. 해외의 문화적 취향과 우리나라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웹툰의 다양화 추구라는 목적과 함께 해외 진출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

모전을 추진하고 선정될 경우 웹툰 전문 번역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웹툰작가 B>

과거 브라질 포르투갈 페스티벌에 초대돼서 간 적 있고 한류가 그 쪽에도 있다. 그 쪽에선 한국 웹툰을 

영어로만 번역하면 우리가 스페인어로 번역할 수 있다.

                                                                     

<예비작가>

국내에서 상위권 웹툰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일진물이 많은데 해외 진출에 성공한 작품들은 (일진물이 

아니라) 스토리가 좋은 작품들이 많다. 이에 대한 진출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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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 Changes and Challenges of Seoul Webtoon Industry and 

Policy Agendas

Eunjoo OhㆍSujin KimㆍTaesoo S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recent changes and dynamics in the 

Seoul webtoon Industry. The advent of the digital economy has reconstructed 

the production system of contents industry. Particularly, the digital comics, i.e., 

webtoon industry, have explosively grown substituting the traditional comic 

book markets. Korea and Seoul has been one of the most promising webtoon 

cluster regions. Korean webtoon is being recognized as one of K-Hallyu.

This research utilized explorative method to understand, through in-depth 

interview, the dynamics of webtoon industry that is undergoing significant 

transformation. Owing to the success of contents charging system through 

major platforms such as Naver and Kakao, webtoon contents started to make 

money. In consequence, all the tasks and jobs in all the value chains have 

specialized and demanded more sophisticated division of labor. In addition, 

new players such as agency between creators and platforms have emerged. 

These developments gave both opportunities and chances to the Seoul 

webtoon creators.

This research proposed the rol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value 

enhancement of Seoul webtoon contents. It suggests suggested creative talents 

training program, more access to original contents IP, collaborative 

environments through ‘town’ cluster, and domestic and overseas expa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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