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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웹툰 사업체의 실태 파악을 통해 웹툰 산업의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발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조사 방법

§ 웹툰 사업체(플랫폼, 에이전시) 대상 설문조사 수행

- 방문 인터뷰 조사 및 온라인 조사 병행

- 최종 조사 규모 : 조사 대상 66개 업체 중 14개 업체 응답완료

조사 대상(개) 조사 완료(개) 응답률(%)
플랫폼 34 5 14.7

에이전시 32 9 28.1
합계 66 14 21.2

- 매출액, 인력 현황 등은 공시된 2차 자료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

3. 조사 내용

§ 사업체 설문조사는 2017년 기준 일반 현황, 제작/유통 현황, 해외진출 현황, 인력 현황, 현안 

및 기타 등으로 구성

   - 일반 현황(매출액/매출구분별 매출액 비중, 영업비용 중 원고료 비중 등)

   - 제작/유통 현황(작품 현황, 작가 현황)

   - 해외진출 현황(해외법인 보유 여부, 수출/수입 현황 등)

   - 인력 현황(종사자 수 현황, 인력 충원 경로 등)

   - 현안 및 기타(웹툰 사업 추진 시 겪는 어려움, 개선 필요 사항 등)

Ⅱ. 주요 조사 결과(2017년 기준)

※ 사업체 조사의 경우, 단위 무응답과 항목 무응답이 많아 2차 자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한 추정치를 활용하여 보완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함.

1. 매출 현황 및 웹툰 산업 규모

§ 웹툰 페이지뷰(PV) 전체의 93%를 차지하는 주요 웹툰 플랫폼사의 매출액을 100%로 환산 계산한 

액수와 에이전시의 웹툰 관련 추정 액수를 합한 2017년 웹툰 산업 매출액 규모는 약 3,799억원임.



- ii -

단위: 원

플랫폼 242,206,987,049

에이전시 137,722,733,662  

합계 379,929,720,711

§ 매출 구분별로는 ‘유료 콘텐츠 매출(연재 수수료 포함)’이 8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웹툰 사업체의 지출비용(영업비용) 중 원고료 비중은 평균 57.1%로 나타났으며, 플랫폼이 평균 

67.4%, 에이전시가 평균 57.4%인 것으로 분석됨.

2. 제작 유통 현황

§ 전체 작품 수는 총 4,428건이며, 독점 작품 수는 총 1,992건으로 나타남.

§ 신규 작품 수는 2017년 총 2,731건이며, 전반적으로 매년 작품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비독점 작가를 포함한 전체 작가 수는 5,099명이며, 그 중 독점 작가 수는 2,297명임.

§ UV 및 PV 트래픽 현황은 상위 4개 업체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3. 해외 진출 현황

§ 응답기업 중 수출 중인 기업은 64.3%이며, 수입 중인 기업은 21.4%, 해외진출을 하지 않는 

기업은 35.7%임.

§ 응답기업 전체의 수출액 총액은 10,699,000달러로 나타남.

  - 플랫폼 8,929,000달러, 에이전시 1,770,000달러

§ 수출 기업의 국가별 수출액 비중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64.3%로 가장 높음.

§ 해외 마케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해외 바이어/유통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임.

4. 인력 현황

§ 대규모 플랫폼은 100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 규모는 50명 이하의 인력임.

§ 웹툰과 관련된 종사자 수는 플랫폼이 약 641명, 에이전시가 264명 정도로 파악됨.

§ 플랫폼과 에이전시 모두 49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0인 

이상의 웹툰 종사자가 있는 사업체는 플랫폼이 4개, 에이전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5. 현안 및 기타

§ 웹툰 사업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불법 복제 사이트’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역량 있는 

작가, 작품 발굴 어려움’, ‘해외 진출 등 판로 개척 어려움’, ‘각종 규제’, ‘기존 계약 관행 개선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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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목적

▢ 웹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따라 웹툰 관련 사업체의 규모와 수출입 현황, 인력 현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측면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또한 웹툰 관련 사업체의 규모와 수출입 현황, 인력 
현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웹툰 사업체의 실태 파악을 통해 웹툰 산업의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발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 웹툰 산업은 플랫폼과 에이전시(기획사/프로덕션 포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본 조사
는 웹툰 산업 실태를 플랫폼과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2017년 기준 매출현황, 제작/유통 현
황, 해외진출 현황, 인력 현황, 현안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각 사업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대표자의 승인 하에 중
관관리자 이상의 담당자가 조사에 응답했음.

 - 조사방법은 심층 인터뷰를 주로 진행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화 및 이메일 인터뷰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 웹툰가이드 WAS 자료, 인터넷 서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사 기간을 기준으로 현재 영
업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2017년에 영업활동을 한 플랫폼 34개사, 에이전시 32개사, 총 66
개 사업체가 조사대상임. 본 조사에는 플랫폼 34개 중 5개, 에이전시 32개 중 9개로 총 14
개 사업체가 응답하였음.

 

▢ 단위 무응답과 항목 무응답으로 인한 결측치에 대해서는 2차 자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량적, 정성적으로 추정함.

 - 조사 결과가 전문가에 의한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고, 주요 포털의 무응답 등으로 인해 웹
툰 사업체 전체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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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웹툰 사업체(플랫폼, 에이전시)

주요 조사 내용
§ 2017년 기준 매출현황, 제작/유통 현황, 해외진출 현황, 인력 현황, 현안, 

애로사항 등

조사 방법
§ 각 사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 / 중간관리자 이상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수행

- 방문 심층 인터뷰를 주로 하고 온라인 조사, 전화 인터뷰 병행

조사 모집단
§ 현재 웹툰 산업을 영위 중인 플랫폼 및 에이전시
§ 웹툰가이드 WAS 자료, 인터넷 서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플랫폼 34개, 에이전시 32개를 조사 대상으로 함.

조사 규모

조사 대상(개) 조사 완료(개) 응답률(%)
플랫폼 34 5 14.7

에이전시 32 9 28.1
합계 66 14 21.2

조사 기간 § 2019. 1. 9. (수) ~ 2019. 03. 22(금)

조사 기관 § ㈜글로벌리서치

[표 1-1] 조사 개요

3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일반 현황
§ 매출액/매출액 중 웹툰 관련 비중
§ 매출 구분별 매출액 비중
§ 지출비용(영업비용) 중 작가 원고료 비중

제작/유통 현황
§ 작품 현황(작품 수, 신규 작품 수, 독점 작품 수 등)
§ 작가 현황(독점 작가 수, 해외 작가 수 등)

해외진출 현황

§ 해외현지 법인 보유 여부
§ 해외진출 현황
§ 수출 규모(수출액, 수출건수 등)
§ 국가별 수출액 비중
§ 수출 방법별 비중
§ 수출 형태별 비중
§ 수입 규모(수입액, 수입 작품 수 등)
§ 수입액 국가별 비중
§ 수입 형태별 비중
§ 해외 마케팅 시 가장 필요한 것

인력 현황
§ 종사자 수 현황(연령별/학력별/직종별 현황 등)
§ 인력 충원 경로

현안 및 기타
§ 웹툰 사업 추진 시 겪는 어려움
§ 개선 필요 사항 등

[표 1-2]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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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 본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 1월 ~ 2017년 12월임.

▢ 본 보고서의 수치는 세부항목과 합계가 반올림(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본 보고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0.0] 0.0이거나 0.0의 근사값인 경우

  [ - ] 해당사항 없음

▢ 복수응답은 한 개 이상(모두 선택, 1+2순위, 1+2+3순위)을 응답한 결과치를 집계한 결과임. 
따라서, 응답률의 합계가 100.0을 넘을 수 있음

▢ 본 보고서의 효과성, 강점 수준 정도 등의 수준을 파악하는 문항은 리커트 척도로 측정함. 
측정한 항목은 부정(①+②), 보통(③), 긍정(④+⑤)의 비율을 제시하는 형태로 작성됨. 

▢ 평균 점수는 긍정값을 5점, 부정값을 1점으로 환산하여, 5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임을 밝혀야 함





Ⅱ
주요 조사 결과

1. 매출 현황 및 웹툰 산업 규모 추정

2. 제작 유통 현황

3. 해외 진출 현황

4. 인력 현황

5. 현안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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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 현황 및 웹툰 산업 규모 추정

▢ 웹툰 산업은 플랫폼과 에이전시(기획사/프로덕션 포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 웹툰 산업의 규모는 플랫폼과 에이전시의 매출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시장, 무료 플랫폼의 
광고 수익과 트래픽 가치, 그리고 OSMU 매출을 중심으로 하는 2차 파생 시장1), 그리고 해
외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 이번 조사는 웹툰 산업 규모 파악을 위한 조사로서 플랫폼 매출과 에이전시 매출을 중심으
로 하여 웹툰 산업 규모를 추정함.

 - 플랫폼 매출과 에이전시 매출을 각각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웹툰 
산업의 규모를 추정함.

 - 한편, 에이전시 매출은 플랫폼에서는 비용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부분의 매출액은 
일정 부분 중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 한편, 웹툰 사업체의 매출 현황의 경우 단위 무응답 및 항목 무응답이 많아 설문조사만으로
는 정확한 웹툰 산업 규모 파악이 어려움. 

 - 본 실태조사에서는 공시자료와 같은 공개된 2차 자료와 웹툰 트래픽 분석을 통해 웹툰 산
업 규모를 추정하였음.2) 또한 이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성적 추정을 반영함.

 - 매출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 공시된 
자료를 활용함. 

 - 매출액, 제작/유통 및 인력 현황을 제외한 나머지 설문조사 응답 자료는 단위 무응답 및 항
목 무응답이 많고, 특히 주요 포털의 단위 무응답 등으로 인해 해석에 주의를 요함.

1) 매출액 및 웹툰 산업 규모 추정(2017년 기준)

▢ 플랫폼 매출액 약 2,422억원과 에이전시 매출액 약 1,377억원을 합쳐 총 약 3,799억원이 
2017년 웹툰 산업 규모로 추정됨.

단위: 원

플랫폼 242,206,987,049

에이전시 137,722,733,662  

합계 379,929,720,711

[표 2-1] 2017년 웹툰 산업 규모 추정

1) 광고 매출 및 트래픽 가치 추정과 관련된 규모 파악은 1위 업체인 네이버웹툰의 경우를 보면 모기업
인 네이버와의 수익 배분 파악에 따라 1차 시장으로 볼 수도, 2차 파생 시장으로 볼 수도 있음.

2) 추정은 ‘2018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의 방법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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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플랫폼 매출액 추정 과정
 

▢ 34개 조사 대상 플랫폼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 중소벤처기업부 SMINFO(중
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및 웹툰가이드의 WAS의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한 19개 플랫폼의 매
출액은 다음과 같음.

3) 네이버웹툰은 2017년 5월 1일에 네이버로부터 분사되어, 네이버웹툰에 대한 공시자료로 파악되는 기
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추정한 수치를 적용함.

4) 탑툰의 운영사는 탑코
5) 봄툰의 운영사는 키다리스튜디오이며, 2017년 다우인큐브 인수 등으로 비 웹툰 매출비중이 일부 있

어 상기 웹툰 매출이 과대 추정되었을 수 있음.
6) 2017년 당시 ‘포도트리’는 다음웹툰과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함. 이후 2018년 8월 카카오페이지로 사명 

변경 및 통합하여 운영함. 포도트리의 경우 웹툰가이드 WAS 트래픽 분석 시 웹툰과 웹소설의 비중
(50:50)을 반영하여 매출액의 50%를 웹툰 영업수익으로 추정함. 나머지 플랫폼의 경우는 2017년도 
웹소설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공시자료 매출액 전체를 웹툰 매출액으로 간주함. 다만 웹
소설 등 비 웹툰 콘텐츠 비중이 높고 웹툰 비율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플랫폼의 경우는 웹툰 매출

단위: 원

플랫폼 명 매출액 웹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네이버웹툰3)      52,168,047,000      52,168,047,000    (38,083,794,116)     (36,529,198,216)

레진코믹스       44,895,005,409       44,895,005,409    (11,409,446,296)     (11,569,989,966)

탑툰4)       22,750,240,825       22,750,240,825      (8,144,663,094)        (8,785,982,622)

투믹스       17,584,562,172       17,584,562,172        (226,735,531)        (1,190,977,599)

봄툰5)       14,286,728,508       14,286,728,508         (92,954,478)        (2,198,731,453)

포도트리6)      131,801,068,796     65,900,534,398      3,317,241,613         7,790,504,438 

저스툰       27,720,114,955 -      (1,913,906,821)        (1,418,785,353)

폭스툰          742,178,000           742,178,000         (709,300,000)          (711,903,000)

미스터블루       27,377,846,632 -      2,429,653,696         2,263,779,339 

배틀코믹스        679,938,000         679,938,000      (3,385,135,000)      (3,327,577,000)

코미카         1,539,230,000         1,539,230,000      (2,863,870,000)        (2,774,450,000)

피키툰         6,308,350,000 -      (7,930,280,000)        (8,879,510,000)

케이툰7)         7,667,379,104         7,667,379,104      1,866,793,949         1,611,292,469 

버프툰8)   1,546,636,020,000 -   618,976,090,000      471,574,250,000 

마녀코믹스/빅툰     48,707,291,943  -       (782,658,470)       2,608,400,770 

스푼코믹스           133,380,000           133,380,000        (594,510,000)         (520,570,000)

바로툰          152,180,000          152,180,000        (157,770,000)            (81,680,000)

조아라웹툰       17,167,940,000 -      3,740,990,000         2,969,350,000 

북큐브웹툰       15,987,890,000 -         113,780,000             93,680,000 

[표 2-2] 2017년 매출액(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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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2018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에서의 웹툰 산업 규모추정 방법론과 동일한 방법
론을 적용하여, 공시자료 등 출처의 정확도가 높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비교적 정확한 
웹툰 매출 비중을 추정할 수 있는 7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여 웹툰 매출액을 파악함.

▢ 웹툰 주요 플랫폼 매출액 중 웹소설 등 비 웹툰 콘텐츠 매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
가와 업계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웹툰 매출액은 약 2,252억원임. 

▢ 여기에 주요 플랫폼사의 매출액 추정치를 웹툰 트래픽(페이지뷰, PV)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
음.

단위: 원

플랫폼 명 페이지뷰(PV) 페이지뷰(PV) 비율 매출액 웹툰 매출액

네이버웹툰   15,492,062,016           61.9%  52,168,047,000  52,168,047,000

레진코믹스    1,468,508,482            9.0%   44,895,005,409  44,895,005,409

탑툰     490,364,678            2.0%   22,750,240,825  22,750,240,825

투믹스     858,582,171            3.4%   17,584,562,172  17,584,562,712

케이툰     534,493,017            2.1%    7,667,379,104   7,667,379,104

봄툰     163,590,610            0.7%   14,286,728,508  14,286,728,508

포도트리    1,892,045,928            13.7%  131,801,068,796  65,900,534,398

합계   20,899,646,902            93%  291,153,031,814 225,252,497,956

[표 2-3] 2017년 주요 플랫폼 영업수익 및 페이지뷰

▢ 위의 주요 플랫폼사의 매출액과 PV 비율을 바탕으로 PV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한 
매출액은 총 약 2,422억원임.9) 

단위: 원

주요 플랫폼 PV 합계              93% 93% 웹툰 매출액      225,252,497,956

-              100% 100% 환산 매출액      242,206,987,049

[표 2-4] 2017년 웹툰 플랫폼사 매출액 추정

을 ‘-’로 표시하였음.
7) 케이툰의 운영사는 투니드엔터테인먼트
8) 버프툰은 NC소프트의 매출이 함께 집계가 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9) 웹툰 플랫폼 매출액에 대한 추정방식과 결과는 ‘2018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의 추정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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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에이전시 매출액 추정 과정

▢ 같은 방식으로 32개 조사 대상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 중소벤처기업부 
SMINFO(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및 웹툰가이드의 WAS의 자료를 활용하여 에이전시의 매
출액을 파악한 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해당 에이전시의 웹툰 비중을 추정하여 보정한 19
개 에이전시의 웹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10)

▢ 웹툰 부문 매출액이 파악된 에이전시 19개사의 웹툰 부문 매출 합계는 약 1,377억원으로 
나타남.

단위: 원

에이전시 명 매출액 웹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주)YLAB 2,267,670,000  2,267,670,000    (1,168,200,000)    (1,167,250,000)

드림커뮤니케이션(주) 1,601,320,000 1,601,320,000        (367,910,000)       (274,330,000)

C&C레볼루션 2,630,000,000 2,630,000,000      119,740,000 -

디앤씨미디어 26,536,904,342 3,184,428,521      5,432,589,183     4,536,199,332 

투유드림 7,434,420,000 7,434,420,000        362,650,000       365,370,000 

투니드엔터테인먼트 7,667,379,104 7,667,379,104      1,866,793,949     1,611,292,469 

유주얼미디어 851,890,000 851,890,000        (167,390,000)        (88,250,000)

키다리이엔티 18,732,892,953 2,809,933,943     (3,402,854,593)    (3,604,516,635)

대원씨아이(주) 37,832,333,228 32,157,483,244      3,498,615,587     3,155,937,622 

(주)이코믹스미디어 1,913,160,000 1,913,160,000        129,790,000       174,260,000 

(주)엠스토리허브 4,068,490,000 1,220,547,000        115,930,000       161,450,000 

스토리숲 361,325,000 361,325,000       (17,660,000)      (27,687,000)

지티이엔티 1,176,210,000 1,176,210,000         5,669,000        5,736,000 

재담미디어 6,242,524,000 6,242,524,000      (110,786,000)      (35,647,000)

다온크리에이티브 1,914,722,000 1,914,722,000        95,968,000      142,179,000 

서울미디어코믹스 48,707,291,943 41,401,198,152        (782,658,470)     2,608,400,770 

만화가족 2,389,970,000 2,389,970,000        709,370,000       652,890,000 

크릭앤리버코리아 33,294,863,000 998,845,890       171,769,000       25,814,000 

학산문화사 29,999,548,936 19,499,706,808  - -

합계 235,622,914,506 137,722,733,662  - -

[표 2-5] 2017년 매출액(에이전시)

10) 각 에이전시는 업체 응답, 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웹툰 매출액 비중을 확인하였으며, 한편 대원씨아
이, 서울미디어코믹스, 학산문화사 3개사는 소설 등 비웹툰 콘텐츠는 제외하였으나, 디지털 코믹스와 
웹툰기반의 OSMU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출판만화 매출이 포함되어 있어 과대추정 우려가 있
으므로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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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 구분별 비중

▢ 2017년 기준의 매출 구분별로는 ‘유료 콘텐츠 매출(연재 수수료 포함)’이 85.0%로 가장 높
게 나타남.

▢ 이어서 ‘라이선스/저작권’, ‘출판 매출’, ‘기타 수익’, ‘광고 매출’의 순으로 나타남.

▢ 웹툰 사업체의 매출 구분별 비중은 주요 포털의 정보가 제외된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따라서, 유료 플랫폼의 광고 매출 비중만 반영된 점을 감안하여 보아야 함.

base: 전체(n=14), 단위: %

[그림 2-1] 매출 구분별 비중

문) 귀사의 2017년 웹툰 관련 매출액을 100이라 할 때 다음 매출별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base: 전체(n=14), 단위: %

2017년 매출별 비중 (평균)

유료 콘텐츠 
매출

광고 매출 라이선스/저작권 출판 매출 기타 수익

전체 85.0 1.2 6.7 5.1 2.0

에이전시 81.1 0.2 7.9 7.8 3.0

플랫폼 92.0 3.0 4.4 0.4 0.2

[표 2-6] 매출 구분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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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출비용(영업비용) 중 원고료 비중

▢ 2017년 기준, 지출비용(영업비용) 중에서 작가의 원고료 비중은 57.1%로 나타남.

▢ 플랫폼의 작가 원고료 비중이 67.4%로 에이전시의 작가 원고료 비중(57.4%) 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남.

 - 웹툰 사업체의 원고료 비중은 주요 포털의 정보가 제외된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
하나, 전문가 인터뷰에서 대략 매출의 50% 수준의 원고료를 지급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base: 전체(n=14), 단위: %

[그림 2-2] 지출비용(영업비용) 중 원고료 비중

문) 귀사의 2017년 총 지출비용(영업비용*) 중 웹툰작가의 원고료(MG, RS 등 포함)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base: 전체(n=14), 단위: %

원고료 비중 (평균)

전체 57.1

에이전시 57.4

플랫폼 67.4

[표 2-7] 지출비용(영업비용) 중 원고료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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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유통 현황 11)

1) 작품 현황

▢ 2017년 기준의 전체 작품 수는 총 4,428건이며, 독점 작품 수는 총 1,992건으로 나타남.

▢ 신규 작품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 총 2,731건이며 , 신규 독점 작품 수는 
2017년 총 1,000건으로 나타남.

 - 독점 작품: 한 플랫폼에서 연재하는 또는 감상할 수 있는 작품

 - 비독점 작품: 여러 플랫폼에서 연재하거나 감상할 수 있는 작품

단위: 건

[그림 2-3] 작품 현황(2017년)

단위: 건

[그림 2-4] 연도별 신규 작품 현황

11) 웹툰 사업체의 제작/유통 현황은 웹툰가이드의 웹툰 통계 분석 서비스인 WAS 자료를 활용함.

문) 귀사의 2017년 작품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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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플랫폼
전체

작품 수
독점

작품 수

신규 작품 수 신규 독점 작품 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네이버웹툰 248 247 100 95 87 97 95 86

다음웹툰 172 133 81 71 65 68 62 47

카카오페이지 237 147 36 87 147 18 44 93

레진코믹스 398 385 207 222 160 202 211 156

투믹스 269 158 159 232 120 98 139 65

탑툰 334 129 132 109 249 67 41 93

봄툰 223 89 103 107 159 35 47 65

코미코 109 56 48 45 39 30 26 15

케이툰 177 13 43 91 59 - 16 -

폭스툰 74 48 40 50 23 32 40 14

미스터블루 246 71 36 114 185 10 26 55

배틀코믹스 106 85 60 20 56 60 80 40

저스툰 90 45 - - 90 - - 45

버프툰 49 45 12 21 31 10 21 27

피너툰 126 56 62 60 70 22 25 28

북큐브웹툰 117 4 78 97 75 1 3 5

코미카 213 82 - 112 122 - 59 33

기타 1,240 199 351 782 994 146 155 133

합계 4,428 1,992 1,548 2,315 2,731 896 1,090 1,000

[표 2-8] 작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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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가 현황12)

▢ 2017년 기준의 독점 작가 수는 총 2,297명으로 나타났으며, 비독점 작가를 포함한 전체
작가 수는 5,099명으로 나타남.

 - 독점 작가: 독점 작품만 연재하는 작가

 - 비독점 작가: 비독점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

 - 작가 현황의 경우, 본 사업체 실태조사의 취지에 맞게 사업체를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것이
기 때문에 비독점 작가 수가 플랫폼별로 중복 집계되어 있음. 따라서, 전체 작가 수도 중복 
집계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단위: 명

[그림 2-5] 연도별 작가 현황

12) 필명을 사용하는 웹툰업계의 특성으로 인해 익명성으로 인한 작가 수 중복이 어느 정도 차지할 것
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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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플랫폼 독점 작가 수 비독점 작가 수 전체 작가 수

네이버웹툰 255 1 256

다음웹툰 145 44 189

카카오페이지 207 108 315

레진코믹스 401 13 414

투믹스 203 124 327

탑툰 173 227 400

봄툰 87 171 258

코미코 74 67 141

케이툰 13 161 174

폭스툰 52 22 74

미스터블루 84 189 273

배틀코믹스 77 24 101

저스툰 54 56 110

버프툰 49 5 54

피너툰 64 78 142

북큐브웹툰 5 143 148

코미카 95 145 240

기타 259 1,224 1,483

합계 2,297 2,802 5,099

[표 2-9] 작가 현황(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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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래픽 현황

▢ 2017년 기준의 UV와 PV로 확인할 수 있는 웹툰 플랫폼에 대한 트래픽 현황은 다음과 같
음. 주요 포털의 트래픽이 큰 차이로 다른 플랫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User Visits
: 1년 간 총 방문 수 (*중복집계)

* Page View
: 이용자가 웹사이트의 완성된 페이지를 1번 볼 때 마다 계산

플랫폼

UV
(User Visits)

PV
(Page View)

방문 수 비율(%) 페이지 뷰 수 비율(%)

네이버웹툰 1,475,756,987 52.9 15,492,062,016 64.0

카카오페이지 350,803,414 12.6 1,892,045,928 7.8

다음웹툰 200,563,299 7.2 1,537,022,034 6.4

레진코믹스 201,992,740 7.2 1,468,508,482 6.1

투믹스 92,614,104 3.3 858,582,171 3.5

케이툰 73,849,862 2.6 534,493,017 2.2

탑툰 53,126,642 1.9 490,364,678 2.0

코미카 37,976,983 1.4 335,523,970 1.4

배틀코믹스 35,464,961 1.3 238,740,845 1.0

폭스툰 21,007,694 0.8 225,845,187 0.9

코미코 23,266,646 0.8 189,853,858 0.8

봄툰 17,439,701 0.6 163,590,610 0.7

피너툰 7,404,312 0.3 58,256,054 0.2

저스툰 11,553,253 0.4 52,326,900 0.2

미스터블루 4,313,748 0.2 29,286,412 0.1

북큐브웹툰 1,553,216 0.1 7,047,397 0.0

버프툰 1,007,385 0.0 3,676,537 0.0

기타 177,534,307 6.4 621,120,689 2.6

합계 2,787,229,254 100.0 24,198,346,785 100.0

[표 2-10] 트래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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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진출 현황

1) 해외법인 보유 여부13)

▢ 2017년 기준, 해외현지 법인은 보유 하고 있다는 응답은 28.6%로 나타났으며, 보유하고 있
지 않은 기업은 71.4%로 나타남.

▢ 해외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플랫폼(40.0%)이 에이전시(22.2%) 보다 높음.

base: 전체(n=14), 단위: %

[그림 2-6] 해외법인 보유 여부

13) 한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은 6개
(총 해외법인은 8개), 에이전시는 2개로 나타남. 본 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간 규모 이상의 사업
체가 응답한 경우가 많아 해외법인 보유 비율이 과대 보고된 것으로 보임.

문) 귀사는 2017년 기준으로 해외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base: 전체(n=14), 단위: %

해외현지 법인 보유

보유 미보유

전체 28.6 71.4

에이전시 22.2 77.8

플랫폼 40.0 60.0

[표 2-11] 해외법인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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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진출 여부

▢ 2017년 기준, 응답기업 중 수출 중인 기업은 64.3%이며 수입 중인 기업은 21.4%로 나타남. 
반면에 해외 진출을 하지 않는 기업은 35.7%로 나타남.

base: 전체(n=14), 단위: %

[그림 2-7] 해외 진출 여부

문) 귀사의 2017년 해외 진출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주세요.

base: 전체(n=14), 단위: %

해외 진출 현황

수출 수입 미진출

전체 64.3 21.4 35.7

에이전시 66.7 11.1 33.3

플랫폼 60.0 40.0 60.0

[표 2-12] 해외 진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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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 규모14) 

▢ 2017년 기준, 응답기업 전체 수출액 총액은 10,699,000달러이며 평균은 1,188,778달러로
나타남.

▢ 플랫폼의 수출액 총액이 8,929,000달러로 에이전시(1,770,000달러) 보다 높음.

base: 수출 중인 기업(n=9), 단위: 달러

[그림 2-8] 수출 규모

 

14) 응답 업체 간의 수출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균값 해석 시 주의를 요함.
수출 작품 수, 수출건수 등 단위 무응답 및 항목 무응답이 많은 항목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함.

문) 2017년 수출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base: 수출 중인 기업(n=9), 단위: 달러

수출액 (평균) 수출액 (총합)

전체 1,188,778 10,699,000

에이전시 295,000 1,770,000

플랫폼 2,976,333 8,929,000

[표 2-13] 수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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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진출 국가별 비중15)

▢ 2017년 기준으로 수출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수출 빈도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 수
출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어서 ‘동남아’ 및 ‘북미’, ‘일본’ 및 ‘유럽’, ‘대만’의 순임.

base: 수출 중인 기업(n=9), 중복응답, 단위: %

[그림 2-9] 해외진출 결과

 

15) 수출 방법별/형태별 비중, 수입규모, 수입 국가별/형태별 비중 등 단위 무응답 및 항목 무응답이
많은 항목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함.

문) 수출액을 100이라 할 때 다음 국가별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base: 수출 중인 기업(n=9), 중복응답, 단위: %

해외진출 국가 빈도 % (중복응답)

중국 동남아 북미 일본 유럽 대만

전체 64.3 35.7 35.7 28.6 28.6 14.3

에이전시 66.7 44.4 44.4 33.3 44.4 22.2

플랫폼 60.0 20.0 20.0 20.0 0.0 0.0

[표 2-14] 해외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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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마케팅 시 필요사항

▢ 해외 마케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해외 바이어/유통사와의 네트
워크 구축’이 61.5%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남.

▢ 이어서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정보’, ‘통역 및 번역 지원’,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의 순임.

base: 전체, 단위: %, 1+2순위 기준

[그림 2-10] 해외 마케팅 시 필요사항

 

문) 귀사가 해외 마케팅을 하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 주세요.

base: 전체, 단위: %

해외 마케팅 시 필요사항 (1+2순위)

해외 바이어
/유통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정보

통역 및 번역 
지원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전체 61.5 53.8 46.2 30.8

에이전시 87.5 50.0 37.5 25.0

플랫폼 20.0 60.0 60.0 40.0

[표 2-15] 해외 마케팅 시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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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 현황

1) 인력 현황16) 

▢ 2017년 기준으로 인력 규모의 경우, 포털 등 대규모의 플랫폼은 100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중소 규모의 플랫폼은 대체로 50명 이하의 인력임.

▢ 웹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웹툰 종사자 현황이 파악된 플랫폼과 에이전시의 웹툰 관련 종
사자 수는 다음과 같음.

단위: 명

웹툰 종사자 수

전체 905

에이전시 264

플랫폼 641

[표 2-16] 플랫폼 및 에이전시 웹툰 관련 종사자 수

단위: 명

플랫폼 종사자 수 웹툰 종사자 수 에이전시 종사자 수 웹툰 종사자 수

네이버웹툰 153 153 (주)YLAB 34 34
레진코믹스 127 127 드림커뮤니케이션(주) 30 30

탑툰 85 85 다온크리에이티브 22 22
투믹스 71 71 재담미디어 20 20
저스툰 37 37 대원씨아이(주) 92 18

카카오페이지17) 134 33 투유드림 16 16
봄툰 28 28 투니드엔터테인먼트 16 16

코미카 27 27 학산문화사 76 15
배틀코믹스 25 25 디앤씨미디어 46 14

케이툰 15 15 유주얼미디어 12 12
바로툰 14 14 키다리이엔티 60 12

미스터블루 122 7 (주)이코믹스미디어 12 12
북큐브웹툰 53 6 (주)엠스토리허브 10 10

폭스툰 5 5 스토리숲 10 10
스푼코믹스 5 5 C&C레볼루션 9 9

마녀코믹스/빅툰 189 3 지티이엔티 8 8
- - - 서울미디어코믹스 - 3
- - - 만화가족 3 3

합계 1,090 641 합계 476 264

[표 2-17] 플랫폼 및 에이전시 종사자 수 및 웹툰 관련 종사자 수

16) 단위 무응답과 항목 무응답이 많아, 2차 자료 및 웹툰가이드의 WAS 자료, 업계 전문가 인터뷰를 활
용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34개 업체(플랫폼 16개, 에이전시 18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명시함.

17) 카카오페이지의 전체 종사자 수는 2017년 기준 포도트리의 종사자 수를 기재하였으므로 해석에 주
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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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5개의 계층을 구분한 웹툰 관련 종사자 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플랫폼과 에이전시 모두 10~49인 규모의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50인 이상의 웹툰 관련 종사자를 보유한 플랫폼은 4개인 반면, 에이전시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남.

단위: 개

[그림 2-11] 플랫폼 및 에이전시 웹툰 종사자 구분별 업체 수

단위: 개

구분 플랫폼 에이전시 합계

1~4인 1 2 3

5~9인 4 2 6

10~49인 7 14 21

50~99인 2 0 2

100인 이상 2 0 2

합계 16 18 34

[표 2-18] 플랫폼 및 에이전시 웹툰 종사자 구분별 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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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안 및 기타

1) 현안 및 기타

▢ 웹툰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을 겪는 사항으로는 ‘불법 복제 사이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남. 이어서 ‘역량 있는 작가 작품 발굴 어려움’, ‘해외 진줄 등 판로 개척 어려움’, ‘각종 규
제’, ‘기존 계약 관행 개선 어려움’, ‘기획, 제작, 개발 등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순임.

base: 전체(n=14), 단위: %

[그림 2-12] 현안 및 기타

base: 전체(n=14), 단위: %

구분
% 평균

(5점 만점)어려움 없음 보통 어려움

불법복제 사이트 0.0 7.7 92.3 4.54
역량 있는 작가 작품 발굴 어려움 7.7 23.1 69.2 3.77

기존 계약 관행 개선 어려움 0.0 46.2 53.8 3.77
기획, 제작, 개발 등 전문인력 부족 7.7 38.5 53.8 3.62

해외진출 등 판로개척 어려움 7.7 30.8 61.5 3.54
각종 규제 7.7 38.5 53.8 3.54

외부자금 및 투자 유치 어려움 23.1 30.8 46.2 3.31
광고유료콘텐츠 이용료 등 수익 감소 15.4 53.8 30.8 3.15
업계 현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부족 30.8 61.5 7.7 2.69

[표 2-19] 현안 및 기타

문) 귀사가 웹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다음의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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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외부 자금 및 투자 유치 어려움

▢ 웹툰 사업 추진 시 겪는 어려움 중 ‘외부 자금 및 투자 유치 어려움’ 항목은 어렵다는 응답이 
46.2%(매우 어려움 있다: 7.7% + 다소 어려움 있다: 38.5%)로 나타남.

▢ 5점 평균 환산 점수는 3.31점임.

  ② 불법복제사이트

▢ 웹툰 사업 추진 시 겪는 어려움 중 ‘불법복제사이트’ 항목은 어렵다는 응답이 92.3%(매우 어려움 
있다: 61.5% + 다소 어려움 있다: 30.8%)로 나타남.

▢ 5점 평균 환산 점수는 4.54점임.

문) 귀사가 웹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다음의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 외부 자금 및 투자 유치 어려움

n=13 (무응답 1개 업체), 단위: %, 점

외부 자금 및 투자 유치 어려움

①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②
별로

어려움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어려움이
있다

⑤
매우

어려움이
있다

①+②
(어려움 
없음)

③
보통이다

④+⑤
(어려움)

평균
(5점 
만점)

전체 0.0 23.1 30.8 38.5 7.7 23.1 30.8 46.2 3.31

에이전시 0.0 25.0 37.5 25.0 12.5 25.0 37.5 37.5 3.25

플랫폼 0.0 12.5 12.5 37.5 0.0 20.0 12.5 60.0 3.40

[표 2-20] 외부 자금 및 투자 유치 어려움

문) 귀사가 웹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다음의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 불법복제사이트

n=13 (무응답 1개 업체), 단위: %, 점

불법복제사이트

①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②
별로

어려움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어려움이
있다

⑤
매우

어려움이
있다

①+②
(어려움 
없음)

③
보통이다

④+⑤
(어려움)

평균
(5점 
만점)

전체 0.0 0.0 7.7 30.8 61.5 0.0 7.7 92.3 4.54

에이전시 0.0 0.0 12.5 37.5 50.0 0.0 12.5 87.5 4.38

플랫폼 0.0 0.0 0.0 12.5 50.0 0.0 0.0 100.0 4.80

[표 2-21] 불법복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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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광고·유료 콘텐츠 이용료 등 수익 감소

▢ 웹툰 사업 추진 시 겪는 어려움 중 ‘광고·유료 콘텐츠 이용료 등 수익 감소’ 항목은 어렵다는 
응답이 30.8%(매우 어려움 있다: 7.7% + 다소 어려움 있다: 23.1%)로 나타남.

▢ 5점 평균 환산 점수는 3.15점임.

  ④ 각종 규제

▢ 웹툰 사업 추진 시 겪는 어려움 중 ‘각종 규제’ 항목은 어렵다는 응답이 53.8%(매우 어려움 있다: 
7.7% + 다소 어려움 있다: 46.2%)로 나타남.

▢ 5점 평균 환산 점수는 3.54점임.

문) 귀사가 웹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다음의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 광고·유료 콘텐츠 이용료 등 수익 감소

n=13 (무응답 1개 업체), 단위: %, 점

광고·유료 콘텐츠 이용료 등 수익 감소

①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②
별로

어려움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어려움이
있다

⑤
매우

어려움이
있다

①+②
(어려움 
없음)

③
보통이다

④+⑤
(어려움)

평균
(5점 
만점)

전체 7.7 7.7 53.8 23.1 7.7 15.4 53.8 30.8 3.15

에이전시 12.5 0.0 62.5 25.0 0.0 12.5 62.5 25.0 3.00

플랫폼 0.0 12.5 25.0 12.5 12.5 20.0 25.0 40.0 3.40

[표 2-22] 광고·유료 콘텐츠 이용료 등 수익 감소

문) 귀사가 웹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다음의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 각종 규제

n=13 (무응답 1개 업체), 단위: %, 점

각종 규제

①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②
별로

어려움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어려움이
있다

⑤
매우

어려움이
있다

①+②
(어려움 
없음)

③
보통이다

④+⑤
(어려움)

평균
(5점 
만점)

전체 0.0 7.7 38.5 46.2 7.7 7.7 38.5 53.8 3.54

에이전시 0.0 12.5 25.0 62.5 0.0 12.5 25.0 62.5 3.50

플랫폼 0.0 0.0 37.5 12.5 12.5 0.0 37.5 40.0 3.60

[표 2-23] 각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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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업계 현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부족

▢ 웹툰 사업 추진 시 겪는 어려움 중 ‘업계 현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부족’ 항목은 어렵다는 응답이 
7.7%(다소 어려움 있다: 7.7%)로 나타남.

▢ 5점 평균 환산 점수는 2.69점임.

  ⑥ 기존 계약 관행 개선 어려움

▢ 웹툰 사업 추진 시 겪는 어려움 중 ‘기존 계약 관행 개선 어려움’ 항목은 어렵다는 응답이 
53.8%(매우 어려움 있다: 23.1% + 다소 어려움 있다: 30.8%)로 나타남.

▢ 5점 평균 환산 점수는 3.77점임.

문) 귀사가 웹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다음의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 업계 현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부족

n=13 (무응답 1개 업체), 단위: %, 점

업계 현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부족

①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②
별로

어려움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어려움이
있다

⑤
매우

어려움이
있다

①+②
(어려움 
없음)

③
보통이다

④+⑤
(어려움)

평균
(5점 
만점)

전체 7.7 23.1 61.5 7.7 0.0 30.8 61.5 7.7 2.69

에이전시 12.5 0.0 75.0 12.5 0.0 12.5 75.0 12.5 2.88

플랫폼 0.0 37.5 25.0 0.0 0.0 60.0 25.0 0.0 2.40

[표 2-24] 업계 현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부족

문) 귀사가 웹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다음의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 기존 계약 관행 개선 어려움

n=13 (무응답 1개 업체), 단위: %, 점

기존 계약 관행 개선 어려움

①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②
별로

어려움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어려움이
있다

⑤
매우

어려움이
있다

①+②
(어려움 
없음)

③
보통이다

④+⑤
(어려움)

평균
(5점 
만점)

전체 0.0 0.0 46.2 30.8 23.1 0.0 46.2 53.8 3.77

에이전시 0.0 0.0 62.5 37.5 0.0 0.0 62.5 37.5 3.38

플랫폼 0.0 0.0 12.5 12.5 25.0 0.0 12.5 80.0 4.40

[표 2-25] 기존 계약 관행 개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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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역량 있는 작가·작품 발굴 어려움

▢ 웹툰 사업 추진 시 겪는 어려움 중 ‘역량 있는 작가·작품 발굴 어려움’ 항목은 어렵다는 응답이 
69.2%(매우 어려움 있다: 15.4% + 다소 어려움 있다: 53.8%)로 나타남.

▢ 5점 평균 환산 점수는 3.77점임.

  ⑧ 기획, 제작, 개발 등 전문 인력 부족

▢ 웹툰 사업 추진 시 겪는 어려움 중 ‘기획, 제작, 개발 등 전문 인력 부족’ 항목은 어렵다는 응답이 
53.8%(매우 어려움 있다: 15.4% + 다소 어려움 있다: 38.5%)로 나타남.

▢ 5점 평균 환산 점수는 3.62점임.

문) 귀사가 웹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다음의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 역량 있는 작가·작품 발굴 어려움

n=13 (무응답 1개 업체), 단위: %, 점

역량 있는 작가·작품 발굴 어려움

①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②
별로

어려움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어려움이
있다

⑤
매우

어려움이
있다

①+②
(어려움 
없음)

③
보통이다

④+⑤
(어려움)

평균
(5점 
만점)

전체 0.0 7.7 23.1 53.8 15.4 7.7 23.1 69.2 3.77

에이전시 0.0 12.5 25.0 62.5 0.0 12.5 25.0 62.5 3.50

플랫폼 0.0 0.0 12.5 25.0 25.0 0.0 12.5 80.0 4.20

[표 2-26] 역량 있는 작가·작품 발굴 어려움

문) 귀사가 웹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다음의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 기획, 제작, 개발 등 전문 인력 부족

n=13 (무응답 1개 업체), 단위: %, 점

기획, 제작, 개발 등 전문 인력 부족

①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②
별로

어려움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어려움이
있다

⑤
매우

어려움이
있다

①+②
(어려움 
없음)

③
보통이다

④+⑤
(어려움)

평균
(5점 
만점)

전체 0.0 7.7 38.5 38.5 15.4 7.7 38.5 53.8 3.62

에이전시 0.0 12.5 25.0 50.0 12.5 12.5 25.0 62.5 3.63

플랫폼 0.0 0.0 37.5 12.5 12.5 0.0 37.5 40.0 3.60

[표 2-27] 기획, 제작, 개발 등 전문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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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해외진출 등 판로개척 어려움

▢ 웹툰 사업 추진 시 겪는 어려움 중 ‘해외진출 등 판로개척 어려움’ 항목은 어렵다는 응답이 
61.5%(매우 어려움 있다: 7.7% + 다소 어려움 있다: 53.8%)로 나타남.

▢ 5점 평균 환산 점수는 3.54점임.

문) 귀사가 웹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다음의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 해외진출 등 판로개척 어려움

n=13 (무응답 1개 업체), 단위: %, 점

해외진출 등 판로개척 어려움

①
전혀

어려움이
없다

②
별로

어려움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어려움이
있다

⑤
매우

어려움이
있다

①+②
(어려움 
없음)

③
보통이다

④+⑤
(어려움)

평균
(5점 
만점)

전체 7.7 0.0 30.8 53.8 7.7 7.7 30.8 61.5 3.54

에이전시 0.0 0.0 37.5 62.5 0.0 0.0 37.5 62.5 3.63

플랫폼 12.5 0.0 12.5 25.0 12.5 20.0 12.5 60.0 3.40

[표 2-28] 해외진출 등 판로개척 어려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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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툰 산업 매출액 규모 추정

▢ 플랫폼 웹툰 매출액 규모 약 2,422억원에 에이전시의 웹툰 매출액 총액인 약 1,377억원을 
합하여 웹툰 산업의 매출액 규모를 추정하면 약 3,799억원으로 나타남.

  - 웹툰 전체 페이지뷰(PV)의 93%를 차지하는 주요 플랫폼의 매출액을 100%로 환산 계산한 
플랫폼 웹툰 규모는 약 2,422억원으로 추정됨.

단위: 원

주요 플랫폼 PV 합계              93% 93% 웹툰 매출액      225,252,497,956

-              100% 100% 환산 매출액      242,206,987,049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 중소벤처기업부 SMINFO(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및 
웹툰가이드의 WAS 자료를 활용하여 에이전시의 매출 정보를 파악한 후, 각 에이전시별 
웹툰 관련 부문의 매출 비중을 추정하여 합산한 에이전시 웹툰 규모는 약 1,377억원으로 
추정됨.

단위: 원

플랫폼 242,206,987,049

에이전시 137,722,733,662

합계 379,929,720,711

▢ 한편, 향후 웹툰 산업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전체 시장 PV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플랫폼 업체의 무료 연재 트래픽에 대한 광고효과를 비용으로 정량화하는 연
구가 필요할 것임.  

▢ 정확한 웹툰 산업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웹툰 플랫폼과 에이전시 등 관련 기업들의 공
감대 형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2. 매출 구분별 비중/원고료 비중

▢ 매출 구분별로는 ‘유료 콘텐츠 매출(연재 수수료 포함)’이 8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라이선스/저작권’, ‘출판 매출’ 등의 순임.

▢ 지출비용(영업비용) 중에서 작가의 원고료 비중은 57.1%로 나타남.

2017년 기준

2017년 매출별 비중 (평균, %)

원고료 비중 (평균, %)
유료 

콘텐츠 
매출

광고 매출
라이선스/
저작권

출판 매출 기타 수익

전체 85.0 1.2 6.7 5.1 2.0 57.1
에이전시 81.1 0.2 7.9 7.8 3.0 57.4
플랫폼 92.0 3.0 4.4 0.4 0.2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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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유통 현황18)

▢ 전체 작품 수는 총 4,428건이고 그 중에서 독점 작품 수는 총 1,992건으로 나타남.

▢ 독점 작가 수는 2,297명이며, 비독점 작가를 포함한 전체 작가 수는 5,099명으로 나타남.

▢ 웹툰 플랫폼 트래픽은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트래픽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됨.

 - 2013년 상반기까지 포털 중심의 무료 웹툰 시장은 연간 200편 수준을 제작 하는 시장규모 

 -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웹툰 전문 플랫폼의 등장으로 신규 웹툰 작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작가수는 2017년 말 기준으로 5,099명으로 집계됨.

 - 이 중 80%(약 4,000여명)이 2013년 이후 데뷔한 작가임.19)

2017년 기준

작품 현황 (건) 작가 현황 (명) 트래픽 현황

전체
작품수

독점
작품수

비독점 포함
작가 수

독점 작가 수
UV

(User Visits)
PV

(Page View)

네이버웹툰 248 247 256 255 1,475,756,987 15,492,062,016
다음웹툰 172 133 189 145 200,563,299 1,537,022,034

카카오페이지 237 147 315 207 350,803,414 1,892,045,928
레진코믹스 398 385 414 401 201,992,740 1,468,508,482

투믹스 269 158 327 203 92,614,104 858,582,171
탑툰 334 129 400 173 53,126,642 490,364,678
봄툰 223 89 258 87 17,439,701 163,590,610

코미코 109 56 141 74 23,266,646 189,853,858
케이툰 177 13 174 13 73,849,862 534,493,017
폭스툰 74 48 74 52 21,007,694 225,845,187

미스터블루 246 71 273 84 4,313,748 29,286,412
배틀코믹스 106 85 101 77 35,464,961 238,740,845

저스툰 90 45 110 54 11,553,253 52,326,900
버프툰 49 45 54 49 1,007,385 3,676,537
피너툰 126 56 142 64 7,404,312 58,256,054

북큐브웹툰 117 4 148 5 1,553,216 7,047,397
코미카 213 82 240 95 37,976,983 335,523,970
기타 1,240 199 1,483 259 177,534,307 621,120,689
합계 4,428 1,992 5,099 2,297 - -

4. 해외 진출 현황

▢ 해외현지 법인은 보유 하고 있다는 응답은 28.6%이나 전문가 인터뷰 결과, 2017년 말 기준, 
해외법인 보유 플랫폼은 6개, 에이전시는 2개로 파악됨.

▢ 응답기업 중 수출 중인 기업은 64.3%이며 수입 중인 기업은 21.4%로 나타남.

18) 해당 부분의 내용은 웹툰가이드의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함.
19) 웹툰가이드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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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기업 전체 수출액 총액은 10,699,000달러로 나타남.

▢ 국가별 수출 빈도는 ‘중국’, ‘동남아’ 및 ‘북미’, ‘일본’ 및 ‘유럽’, ‘대만’의 순임.

 -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향후 유망한 시장으로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과 같이 소득 수
준이 높으면서 일본 망가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국가를 주로 언급함.

2017년 기준
해외현지 법인 보유(%) 해외진출 현황(%) 수출 규모 (달러)

보유 미보유 수출 수입 미진출 수출액 (평균) 수출액 (총합)

전체 28.6 71.4 64.3 21.4 35.7 1,188,778 10,699,000

에이전시 22.2 77.8 66.7 11.1 33.3 295,000 1,770,000

플랫폼 40.0 60.0 60.0 40.0 60.0 2,976,333 8,929,000

base: 수출 중인 기업(n=9), 중복응답, 단위: %

2017년 기준
해외진출 국가 빈도 % (중복응답)

중국 동남아 북미 일본 유럽 대만

전체 64.3 35.7 35.7 28.6 28.6 14.3
에이전시 66.7 44.4 44.4 33.3 44.4 22.2
플랫폼 60.0 20.0 20.0 20.0 0.0 0.0

5. 인력 현황

▢ 플랫폼의 웹툰 관련 종사자 수는 총 641명, 에이전시의 웹툰 관련 종사자 수는 264명으로 
파악됨.

단위: 명

플랫폼 종사자 수 웹툰 종사자 수 에이전시 종사자 수 웹툰 종사자 수

네이버웹툰 153 153 (주)YLAB 34 34
레진코믹스 127 127 드림커뮤니케이션(주) 30 30

탑툰 85 85 다온크리에이티브 22 22
투믹스 71 71 재담미디어 20 20
저스툰 37 37 대원씨아이(주) 92 18

카카오페이지20) 134 33 투유드림 16 16
봄툰 28 28 투니드엔터테인먼트 16 16

코미카 27 27 학산문화사 76 15
배틀코믹스 25 25 디앤씨미디어 46 14

케이툰 15 15 유주얼미디어 12 12
바로툰 14 14 키다리이엔티 60 12

미스터블루 122 7 (주)이코믹스미디어 12 12
북큐브웹툰 53 6 (주)엠스토리허브 10 10

폭스툰 5 5 스토리숲 10 10
스푼코믹스 5 5 C&C레볼루션 9 9

마녀코믹스/빅툰 189 3 지티이엔티 8 8
- - - 서울미디어코믹스 - 3
- - - 만화가족 3 3

합계 1,090 641 합계 476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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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5개 계층으로 구분한 업체 현황은 플랫폼의 경우, 10~49인 업체가 7
개로 가장 많으며 100인 이상 업체도 2개 존재함.

▢ 에이전시의 경우도 10~49인 업체가 14개로 가장 많지만, 50인 이상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남.

단위: 개

구분 플랫폼 에이전시 합계

1~4인 1 2 3
5~9인 4 2 6

10~49인 7 14 21
50~99인 2 0 2

100인 이상 2 0 2
합계 16 18 34

6. 웹툰 사업 추진 시 겪는 어려움

▢ 웹툰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을 겪는 사항을 5점 평균으로 환산한 결과, ‘불법 복제 사이트’가 
4.54점으로 가장 높아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이어서, ‘기존 계약 관행 개선 어려움’ 및 ‘역량 있는 작가 작품 발굴 어려움’이 3.77점, ‘기
획, 제작, 개발 등 전문 인력 부족’이 3.6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에이전시의 경우 웹툰 PD인력에 대한 수급이 가장 큰 이슈로 
나타남.

base: 전체(n=14), 단위: %

구분
% 평균

(5점 만점)어려움 없음 보통 어려움

불법복제 사이트 0.0 7.7 92.3 4.54
역량 있는 작가 작품 발굴 어려움 7.7 23.1 69.2 3.77

기존 계약 관행 개선 어려움 0.0 46.2 53.8 3.77
기획, 제작, 개발 등 전문인력 부족 7.7 38.5 53.8 3.62

해외진출 등 판로개척 어려움 7.7 30.8 61.5 3.54
각종 규제 7.7 38.5 53.8 3.54

외부자금 및 투자 유치 어려움 23.1 30.8 46.2 3.31
광고유료콘텐츠 이용료 등 수익 감소 15.4 53.8 30.8 3.15
업계 현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부족 30.8 61.5 7.7 2.69

20) 카카오페이지의 전체 종사자 수는 2017년 기준 포도트리의 종사자 수를 기재하였으므로 해석에 주
의 필요함.



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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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체 설문지

본 조사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와 제34
조(통계종사자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ID -

웹툰 사업체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웹툰 사업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 진흥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하
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
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 주셔서 본 조사
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사기관 : ㈜글로벌리서치 (☎ 02-3438-1756)

※�본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현황입니다.�모든 응답

은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A. 일반현황 및 매출현황

A1. 기본정보

1. 업체명 2. 설립년도 년

3. 대표자명 4. 본사 소재지 시/도

A2. 귀사의 2017년 웹툰 사업 분야는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① 웹툰 플랫폼     ② 웹툰 에이전시     ③ 웹툰 기획/제작     ④ 출판

    ⑤ 기타(                           )

A3. 귀사의 2017년 매출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매출액 천억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원

2. 매출액 중 웹툰 관련 비중 %

※ 웹툰 사업만 하시는 경우 비중은 100%로 적어 주세요.
   

A4. 귀사의 2017년 웹툰 관련 매출액을 100이라 할 때 다음 매출별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

니까? ( 비해당 매출은 0기입, 웹툰 파생 매출 포함, 해외 매출이 있는 경우 포함 )

매출 구분 매출액 비중
1. 유료 콘텐츠 매출(연재 수수료 포함) %
2. 광고 매출(브랜드웹툰, PPL 등 포함) %
3. 라이센스/저작권 매출 %
4. 출판 매출 %
5. 기타 수익(                         ) %

전체 웹툰 매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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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귀사의 2017년 총 지출비용(영업비용*) 중 웹툰작가의 원고료(MG, RS 등 포함)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총 지출비용(영업비용) 백억 십억 일억 천만 백만 원

2. 총 지출비용 중 웹툰작가 원고료(작가  
   배분 각종 수익 포함) 관련 비중

%

※ 영업비용 : 급여 등 인건비 + 판관비(광고선전비 등 포함) + 지급수수료(작가 원고료 및 

수익 배분 등 포함) + 기타 매출원가 + 기타 제경비 등 총 지출 비용

B. 제작/유통 현황

B1. 귀사의 2017년 작품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총 작품 수(완결, 연재 모두 포함) 건

 1-1. 2017년 신규 연재 작품 건수 건

 1-2. 해외에서 수입한 작품 수 건

 1-3. 귀사와 계약을 맺은 해외 작가가 국내 플랫폼에 연재한 작품 수 건

 1-4. 연재 작품 중 독점 작품 비율 %

B2. 귀사의 2017년 작가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1. 2017년에 한 편 이상 연재한 작가 수 명

2. 해외 작가 수
  (귀사와 계약을 맺은 해외 ‘국적’ 작가 수)

명

C. 해외진출 현황

C1. 귀사는 2017년 기준으로 해외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① 보유     ② 비보유

C2. 귀사의 2017년 해외진출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 주세요.
    ① 수출     ② 수입     ③ 미진출

C2-1. (C2의 ① 응답) 2017년 수출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수출액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일천 달러

2. 수출 작품 수 건

3. 수출 건 수
   (한 작품을 여러 국가에 수출한 경우 
   각각 별개의 수출 건수로 산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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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작품을 3개국에 수출,� B작품을 2개국에 수출한 경우 :�수출작품 수 2건,�수출 건수 5건 

C2-2. (C2의 ① 응답) 수출액을 100이라 할 때 다음 국가별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외수출 국가 수출액 비중

1. 중국(홍콩 포함) %

2. 대만 %

3. 일본 %

4. 동남아 %

5. 북미 %

6. 유럽 %

7. 기타(                         ) %

2017년 전체 수출액 100%

 
C2-3. (C2의 ① 응답) 수출액을 100이라 할 때 다음 수출 방법별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외수출 방법 수출액 비중

직접
수출

1. 해외 전시회 및 행사 참여 %

2. 해외 유통사(플랫폼 등) 접촉 %

3. 온라인 해외 판매 %

4. 해외 법인 %

간접
수출

4. 국내 에이전시 %

5. 해외 에이전시 %

6. 기타(                         ) %

2017년 전체 수출액 100%

C2-4. (C2의 ① 응답) 수출액을 100이라 할 때 다음 수출 형태별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외수출 형태 수출액 비중

1. 원 작품 수출 %

2. 라이센스(판권, IP 판매 등) %

3. OEM 수출 %

4. 기술 서비스 %

5. 기타(                         ) %

2017년 전체 수출액 100%

 
C3-1. (C2의 ② 응답) 2017년 수입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수입액 천만 백만 십만 일만 일천 달러

2. 수입 작품 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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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2. (C2의 ② 응답) 수입액을 100이라 할 때 다음 국가별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외수입 국가 수입액 비중

1. 중국(홍콩 포함) %

2. 대만 %

3. 일본 %

4. 동남아 %

5. 북미 %

6. 유럽 %

7. 기타(                         ) %

2017년 전체 수입액 100%

C3-3. (C2의 ② 응답) 수입액을 100이라 할 때 다음 수입 형태별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외수입 형태 수출액 비중

1. 온라인 전송권 %

2. 출판권 %

3. 미디어 믹스 저작권 %

4. 기타(                         ) %

2017년 전체 수입액 100%

C4. 귀사가 해외 마케팅을 하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순서대

로 2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 2순위:
    ①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정보 ②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③ 해외 바이어/유통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④ 통역 및 번역 지원

    ⑤ 국내외 관련 전시회/컨퍼런스 참가

    ⑥ 수출입 시 이중과세 등 과세 관련 지원

    ⑦ 기타(               )

C4-1. 말씀하신 필요 사항에 대해 가장 시급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1순위 응답(       )

2순위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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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인력 현황 

D1. 귀사의 2017년 12월 현재 종사자 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을 

모두 합쳐서 적어 주세요.

※ 아래 고용형태별·성별(D2-1)와 연령별(D2-2), 학력별(D2-3), 직종별(D2-4)의 종사자 수의 

합계는 총 종사자수와 같아야 합니다.
D2-1. 귀사의 2017년 12월 31일 기준 고용형태별·성별 전체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가. 정규직 나. 비정규직 다. 파견직 합계(가+나+다)

①남자 명 명 명 명

②여자 명 명 명 명

총계(①+②) 명 명 명 명

D2-2. 귀사의 2017년 12월 31일 기준 연령별 전체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을 모두 합쳐서 적어 주세요.

가. 29세 이하 나. 30-34세 다. 35-39세 라. 40-49세 마. 50세 이상
합계

(가+나+다+라+
마)

명 명 명 명 명 명

D2-3. 귀사의 2017년 12월 31일 기준 학력별 전체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을 모두 합쳐서 적어 주세요.

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

나. 전문대학 
재학/졸업

(3년제 포함)

다. 대학교 
재학/졸업

라. 대학원 
재학/졸업

합계
(가+나+다+라+마

)

명 명 명 명 명

D2-4. 귀사의 2017년 12월 31일 기준 직종별 전체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을 모두 합쳐서 적어 주세요.

1. 웹툰사업 실무 종사자 명

 1-1. PD 명

 1-2. 마케팅 및 홍보 명

 1-3. 서비스 시스템 관련 명

2. 기타(경영관리, 인사총무, 연구개발 등) 종사자 명

합계(1+2) 명

D3. 귀사의 인력 충원은 주로 어떤 경로로 하십니까? 주로 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 

주세요. 1순위:    , 2순위:
    ① 공채 ② 외부(헤드헌팅 등) 의뢰 ③ 학교/학원 연계

    ④ 지인 추천         ⑤ 기타(                   )

1. 총 종사자수 명 2. 2017년 신규 고용 종사자 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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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현안 및 기타

E1. 귀사가 웹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다음의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편입니까? 그렇

지 않은 편입니까?

전혀
어려움
이 없다

별로
어려움
이 없다

보통
이다

다소
어려움
이 있다

매우
어려움
이 있다

1. 외부 자금 및 투자 유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2. 불법복제사이트 ①      ② ③ ④ ⑤ 

3. 광고·유료 콘텐츠 이용료 등 수익 감소 ①      ② ③ ④ ⑤ 

4. 각종 규제 ①      ② ③ ④ ⑤ 

5. 업계 현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부족 ①      ② ③ ④ ⑤ 

6. 기존 계약 관행 개선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역량있는 작가·작품 발굴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8. 기획, 제작, 개발 등 전문인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9. 해외진출 등 판로개척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E1-1. (E1에서 ④, ⑤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어려움을 겪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E2. 향후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개선하거나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말

씀해 주십시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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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글로벌리서치는 주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위임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

13423호)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3항(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소행)과 제26조(업무위

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활용하고

자 합니다.

읽어보신 후, 반드시 동의 여부를 □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설문내용에 대한 검증 및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보관,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① 응답자 확인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③ 설문내용 검증 및 연구윤리 준수
④ 조사대상자 선정      ⑤ 그 외 국정감사 및 내∙외부 감사 자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사후 연구윤리 검증을 위해 개인정보가 보
호된 상태로(코드화 등) 5년간 보존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이    름 핸 드 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글로벌리서치)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조사 위탁업체 : ㈜글로벌리서치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글로벌리서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상호 계약한 개인정보 위탁계약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는 ㈜글로벌리서치에 의해 수집되어 제공되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합니다.
① 응답자 확인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③ 설문내용 검증 및 연구윤리 준수   ④ 조사대상자 선정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된 개인정보는 ㈜글로벌리서치와 계약종료 시점까지 보존되며, 추후 
조사 위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공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3자 제공에 동의함□   개인정보 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

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

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음□

2018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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