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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만화산업 성장 과정

1. 90년대 이전 – 일본 망가(manga) 유입 이전
1930 년대
 이 시기에는 미국으로부터의 풍자만화 유행을 시작으로 일본, 프랑스 등 주변 국가들로 퍼지게
됨. 프랑스 식민지 시대였던 베트남에서도 프랑스 풍자 잡지, 신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주로
간단한 내용과 형태의 독자에게 유머를 제공하기 위한 신문 작은 귀퉁이 그림이 대부분
있었음(한국의 고바우 영감 같은). 이 시대 대표적인 만화 작품으로는 사세 – 리두엣 (Xã Xệ Lý Toét). 1930 년대 생겨난 자립적 문학 그룹인 ‘뜨 륵 반 도안(Tự Lực Văn Đoàn)’의 띠엔
풍(Tiền Phong) 신문에 게재된 만화로, 내용은 간결했지만 당시의 사회, 정치 문제들에 대한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깊은 인상을 줌

|그림 1| 사세 – 리두엣 (Xã Xệ - Lý Toé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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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년대 후반
 이 시기에는 봉느어–붓텝(Bóng Nhựa
– Bút Thép) 커플이 그렸던 청소년
대상의 티에우 니엔 띠엔 풍 (Thiếu
Niên Tiền Phong) 신문 만화가 가장
인기가 있었음. 우측 사례와 같이 외국
만화가 도입되기 전의 베트남 만화의
주된 경향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유머러스한 언어로 된 흑백 만화들을
주로 게재하여 큰 인기를 끌었음

|그림 2| 봉느어 – 붓텝 Bóng Nhựa – Bút thép

2. 1990년대 ~ 2004년
 1992 년 베트남 출판사 김동(Kim Đồng)은 도라에몽(Doraemon) 만화책을 출판했는데, 이
만화가 베트남에서 출판 판권을 구입한 첫 번째 일본만화였음
 도라에몽(Doraemon) 만화는 베트남 젊은이들의 마음에 일본문화를 주입하는 역할 수행.
베트남에서 이 만화가 소개된 이후 일본 만화책은 베트남 만화 시장의 최강자 자리를 지켜옴.
특히 ‘이집트 여왕(Crest of the Royal)’, ‘명탐정 코난(Case Closed)’, ‘세일러문(Sailor
Moon)’ 등은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 외에 ‘틴틴의 모험 (The Adventures
of Tintin)’, ‘러키 루크(Lucky Luke)’ 등과 같은 유럽만화들도 점점 베트남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됨
 베트남에서 도라에몽 만화 출판의 성공결과는 출판사들이 재미있는 일본만화들을 집중 발굴해서
출판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된 긍정적인 결과 이외에 해적판 만화의 다수 출현으로 출처도 모르는
만화가 퍼지는 계기도 됨. 이는 많은 출판사들이 수익성만 추구해서 성적, 폭력적 만화 등
교육목적에 어긋난 내용을 담거나 베트남 정서나 문화에 맞지 않는 만화들을 출판하기도 했음.
 1992 년은 베트남에서 일본만화 흥행의 시작 연도일 뿐 아니라 베트남 만화의 순조로운 출발이
기대되는 시기였음. ‘Hesman 용사(Dũng sĩ Hesman)’라는 만화는 베트남 작가의 작품으로
외국 애니메이션을 개작해 만든 만화였지만 베트남 독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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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년은 교육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 판티(Phan Thị)는 화가 레링(Lê Linh)과 협력해서
일본만화를 좋아하는 베트남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베트남 신동 (Thần Đồng Đất
Việt)’이란 만화책을 출판. 오락성과 교육적 내용을 융합한 ‘베트남 신동’은 베트남 만화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됨. 특히 베트남 만화 중 Herman 과 ‘베트남 신동’에 나오는’ Tí(띠) 캐릭터는
1980~1990 년대 태어난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캐릭터가 됨. 또한 ‘베트남
신동’의 성공에 뒤이어 ‘개구쟁이 띠(Tí Quậy)’도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음

|그림 3| 90년대~2004년 대표적인 만화 및 캐릭터

3. 2004년 ~ 현재

|그림 4| 베트남 만화산업의 성장 과정
※출처 : VIRAC

 2004 년 이전 대부분의 만화 작가들은 경험이 부족한 초보들이 많았지만, 2004 년 이후 제대로
교육을 받은 만화가 그룹이 등장함. 이 시기에 유명한 만화로는 ‘용신 장군 (Long thần tướng),
‘은어 교실(Lớp học mật ngữ)’, ‘혈액형 O 형(Nhóm máu O)’ 등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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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베트남 TV 드라마에서는 한국드라마가 강세라면, 만화로는 일본 만화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음. 특히 90 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 인쇄만화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임.
일본만화에 이어 그 뒤를 한국 만화, 중국 만화가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이 만화들도 일본만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평가가 있음. 이제 인터넷의 발전으로 온라인 만화가 등장했고, 온라인
만화를 즐기는 일상이 나날이 보편화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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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만화 시장 구분

1. 출판 만화
 종종 그림의 컷을 나란히 연결해서 대화, 서술, 음향 효과 기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말풍선,
짧은 해설, 의성어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컷의 크기와 배열로 묘사의 속도를 조절하여 인쇄된
만화.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출판 만화로는 ‘도라에몽(Doraemon)’, ‘명탐정 코난(Case
Closed)’, ‘베트남 신동(Thần đồng đất Việt)’ 등이 있음
2. 온라인 만화
디지털 만화(Digital comics and graphic novels)
 디지털 만화란 종이로 출판된 만화나 만화잡지의 온라인 버전. 현재, 베트남 만화 시장에
전통적인 디지털 만화는 많지 않으며 판권이 없는 해적판 만화가 대다수 차지. 이미 많이 출판된
만화들을 사진이나 스캔 방식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은 무료 웹사이트에서 이런 만화들을
쉽게 찾아내 즐겨 읽음으로써 계속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가 성행함. 이로 인해 해적판이
넘쳐나며 나날이 시장 상황은 심각해지고 관리가 어렵게 됨
웹 만화(Webcomics)
 웹 만화란 종이로 출판되기 전 웹사이트, 스마트폰 어플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만 출판되는
만화. 웹 만화의 선두자로는 웹툰(Webtoon)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개발, 정착된 고유의 웹
코믹 플랫폼이지만 베트남에서도 큰 규모의 독자층을 유지하고 있음. ‘찐 뷰티’, ‘이 세계의
황비’, ‘왕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등은 베트남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 웹툰. 한편, 베트남
만화 시장에서 중국 온라인 만화의 인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Tapas, Webtoon, Lezhin Comics 등 세게 인기 웹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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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베트남 만화 생태계

작성순서
1. 만화 관련 법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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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관련 법률 체계

1. 베트남 관련 법률
저작권 관련 법률
 2005 년 제정, 2009 년 개정된 지적소유권법 제 28 조에서 저작권 침해 행동들을 명시함.
2005 년 지적소유권법 제 212 조에 의하여 범죄 구성요소를 갖는 지적소유권 침해는 해당
형사법에 따라 개인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억 동 벌금을 맞고 3 년간 복역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재 베트남에서 저작권 관련 법률은 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그 덕분에 베트남 만화
시장에 저작권 침해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음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 만화도 저작권국에서 저작권을 신청하면 되는데, 2014 년 지적소유권법
제 50 조 제 2 항에 따라 저작권 및 관련 권리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신청서
‥ 2 개의 저작권 신청작품 사본이나 2 개의 관련 관리 신청대상을 정하는 서류 사본
‥ 위임장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위임받는 사람인 경우)
‥ 신청 권리 증명 서류 공동작가의 동의서 (공동작가가 있는 경우)
‥ 공동소유주의 동의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가 공동소유주인 경우)
 만화 작품을 위한 저작권 신청이 어렵고 꼭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신청하면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 작가와 소유주간의 상호 저작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생김
 2018 년 발행된 22/2018/NĐ-CP 시행령에서는 2005 년 지적소유권법의 시행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2009 년 지적소유권법의 저작권 관련 개정된 조항들을 명시함. 이
시행령 제 1 조 제 6 항에 따라 작가는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의 전부나 일부를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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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법
 2005 년

지적소유권법 제 19 조와 제 20 조에서는 작품의 인적권리와

재산권을 명시.

인적권리는 작품 이름 짓기, 자기 명의로 등기하기, 작품 발표나 타인에게 작품 발표 권리 주기
등을 포함. 재산권을 갖는 개인과 단체는 작품의 파생, 복사, 유통 등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작가와 저작권 소유주가 같은 법인이 아니라면 저작권 소유주가 작품 관련 모든 재산권과
인적권리를 갖게 됨
 2013 년 131/2013/NĐ-CP 시행령 제 18 조에서는 저작권과 관련 권리에 대한 행정 처벌 및
처벌 이후의 대응방안을 규정함
‥ 디지털 인터넷 환경이나 전자 형식으로 작품 사본의 해제를 요청하거나 제 1 항에 규정되는
위반 증거물건 파괴
‥ 저작권 소유주의 허락 없이 작가 임의로 작품이나 작품의 복사 등을 유용하는 경우 해당
작가는 15,000,000 ~ 35,000,000 동의 행정 처벌을 받음
‥ 작품 이름을 짓고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는 2,000,000 ~ 3,000,000
동 처벌을 받으며, 작품 보호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3,000,000 ~ 5,000,000 동 벌금을
부과하는데, 사실 이 정도의 벌금은 작가의 노고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는 편
‥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과의 관련 소송사건은
거의 없으며,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 보통 작가와 작가 사이의 합의에 의한 해결이 대부분임
출판법
 2012 년 11 월 20 일 발행된 출판법은 출판물의 출판 · 인쇄 · 발행 등 출판 활동 및 출판 활동
참가 개인·단체·기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
 2013 년 11 월 21 일 발행된 195/2013/NĐ-CP 시행령은 출판물의 출판·인쇄·발행과
전자출판물의 출판·발행 등의 출판 활동에 대한 출판법의 조항들과 시행방식을 명확하게 규정
 2014 년 3 월 14 일 발행된 18/2014/NĐ-CP 시행령은 신문 출판 영역의 원고료 제도에 대해
규정. 이에 따라 악보 가사와 만화 작가의 경우 원고료의 20~50%, 외국어나 소수 민족어를
베트남어로 번역하거나 반대로 외국어, 소수 민족어로 번역하는 경우 원고료의 40~65%를 받을
수 있음. 만약 재판할 때는 첫 번째 출판 원고료의 10~100%를 받을 수 있음
 2020 년 2 월 7 일 발행된 01/2020/TT-BTTTT 출판법과 195/2013/NĐ-CP 시행령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시행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함
‥ 제 26 조 : 데이터 저장 시설에 있는 전자출판물 납본 파일의 디지털 포맷이나 인터넷으로
납본 제출
① 인쇄 책, 달력 등의 전자출판물 파일 포맷이 ‘PDF’; 그림, 사진, 지도, 포스트, 전단지,
팜플렛 등이 'JPEG’; 책 내용이나 책 설명 녹음 파일이 ‘MP3’, 책 내용이나 책 설명
비디오가 ‘MP4’
② 전자출판물의 기존 포맷이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포맷으로 교정하는 것은 전자출판물의
준수하는 보증이 됨
‥ 이 조항은 작품의 출판 개인, 단체가 작품 내용의 복사, 변경 등 간섭 방지 기술 소프트웨어

베트남 콘텐츠 산업동향 (2020년 06호)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함을 제시하지만, 출판본의 포맷을 규정하지 않고 납본의 포맷만
규정하고 있어 이는 출판업자들에게 인쇄비용을 줄이고 작가들은 자기작품을 출판할 때
필요로 하게 해주는 것
2. 국제 관련 법률
베른 (Berne) 조약
 베른조약(Berne Convention)은 1886 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저작권 관련 조약. 정식
명칭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 가맹국간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약이며,
자국민의 저작권을 타국에서도 보호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음. 베른조약 이전에는 세계 각국은
타국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의무가 없어 허락 없이 작품을 자유롭게 복사하거나
출판할 수 있는 있었음
 바로 이 베른조약 발효 시부터 비로소 저작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가능해짐. 구체적으로는
베른조약 가입국이라면 자국 이외 타국민의 저작권을 내국인과 동일 수준으로 보호해주는 것임.
반면, 이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워짐.
 베른조약은 보호받는 권리 등을 규정한 부분; 조직 구성과 가입, 개정 등에 관한 부분; 개도국에
관한 부속서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원칙, 보호 원칙과 독립 보호 원칙 등의
3 가지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2004 년 베트남은 베른조약에 가입하고 가맹국이 됨
 베른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정치, 사회, 문화환경으로 국제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것임. 작가에 대해서는 그들의 노력을 국제법이 인정하고, 이를 보호받고,
책의 밀반입, 해적판 등의 난제가 해결되면서 새로운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동기가 되는 것임.
 이제부턴 베른조약 가입국의 베트남 독자 입장에서는, 해외 유수한 작품을 올바른 접근방법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국의 만화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시켜
베트남의 우수한 문학 작품 시장을 확장하고 대외적인 협력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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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의 만화산업 시장

1. 출판 만화 시장
베트남 만화 시장 규모
 출판인쇄발행국에 따르면 2019 년 약 4 억 380 만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이 중 유소년용 출판
만화가 약 4,310 만 권이고, 인쇄만화 수량이 약 2,900 만 권이라고 함
 2019 년 6 월 기준으로 베트남은 약 63 개의 출판사가 있음. 만화 공급원의 경우 현재 주로 번역
외국만화가 다수(99%)인데, 저작권 보유 만화와 해적판 만화가 모두 포함된 수치임
‥ 다른 종류보다 일본 만화가 우세함. 그 뒤로는 한국 만화, 중국 만화, 서양 만화의 순
‥ 베트남 만화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하지만 지난 몇 년간 상당한 발전이 있다는 평가를 받음.
‘용신 장군 (Long thần tướng)’, ‘운이 없다 (Bad luck)’, ‘황조에 흐른 꽃잎 (Cánh hoa
trôi giữa hoàng triều)’ 등과 같은 만화가 베트남 독자의 주목을 끔. 그 외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는 만화들도 일상생활의 간단하고 유머 있는 내용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음

|그림 6| 베트남 만화 시장 총괄
※출처 : VIRAC

‘Manga’ 일본만화

|그림 7| 베트남 사람의 일본 만화(manga)에
|그림 8| 대한 관심 조사※출처 : VI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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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만화(Manga)는 20 세기 말부터 도라에몽(Doraemon) 만화책의 유입을 계기로 베트남에
소개되었고, 지금까지도 도라에몽 만화는 베트남 사람, 특히 어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음.
이를 계기로 점차 한국 만화, 중국 만화, 나아가 서양 만화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도 증가함
 일본 만화가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른 국가의 만화보다 베트남에 가장 먼저
소개되었다는 이유 이외에 아름다운 형식과 재미있는 내용(스토리)이 독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비결이 됨
 만화의 형식
‥ 일반적으로 일본만화는 형식이 세련되어 독자의 눈길을 끄는데, 일본만화 작가별 스타일은
다를지언정 만화의 종류가 어떻든 크고 반짝반짝거리는 아몬드 모양의 눈과 특별한 몸매
비율 등이 오래전부터 일본만화의 특징으로 인식됨
‥ 일본만화는 일본의 서법과 회화예술의 영향을 받아서 작가들이 만화를 그릴 때 둥근 붓을
사용해 스케치 선을 그리는 스타일
 주된 내용(스토리)
‥ 일본만화의 내용은 일상생활 내용부터 슈퍼히어로, SF(공상과학), 미래 테크롤러지 등
다양하고 풍부한 소재를 다루고 있음
‥ 일본만화는 창의(창작)적 요소가 많으며 중복성이 적은 편. 캐릭터 라인을 위한 창의성이
아주 강해서 특정 이상적인 형상이나 이미지에 한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캐릭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통해 삶의 의미
있는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며, 또한 끈기, 탐구 정신, 단결심 등 인간의 소중한
특징을 부각 시킴
‥ 일본만화는 다양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매력적이고 신선할 뿐만 아니라 설득 적인 특징이
있고, 각각의 만화는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 전문적인 지식과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한다는 강점이 있음
‥ 이와 같이 일본만화는 독자들에게 신선한 흥미를 주고 있는데, 베트남 사람 대상 일본만화
관심도 설문 조사결과, 95%의 응답자가 일본 만화로부터 지식을 많이 배웠고 일본만화를
통해 일본어, 회화, 패션 디자인 등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답했음

|그림 9|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일본 망가(m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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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세계 각국의 독자들에게 일본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벚꽃, 사무라이, 닌자, 기모노,
사케(SAKE, 술) 등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요소를 교묘하게 만화에 반영하는 점도 일본만화의
특징이자 인기 요인이 된다는 평가가 많음
|표 1| 베트남에서 인기있는 일본만화
순서

제목

1

One Piece(원피스)

2

Doraemon(도라에몽)

3

Dragon Ball(드래곤볼)

4

5

장르

액션, 모험,
공상, 유머

아동, 유머,
공상 과학

권투,
공상 과학

Case Closed

유머, 추리,

(명탐정 코난)

멜로

Yu-Gi-Oh

액션, 모험,
가상

출판사

매출(전세계 기준)

Kim Đồng

100 억달러(만화)

Kim Đồng

Kim Đồng

Kim Đồng

Kim Đồng

70 억 달러(만화,
각색, 저작권 등)

22 억 달러(만화)
70억 달러(잡지)

11 억 달러(만화)
30 억 달러(잡지)

1억 9,600만 달러
(만화)

이미지

베트남 콘텐츠 산업동향 (2020년 06호)

순서

6

7

8

9

10

제목

장르

출판사

매출(전세계 기준)

역사, 신비

Kim Đồng

(정보 없음)

ChibiMaruko-chan

아동, 유머

Kim Đồng

(정보 없음)

Sailor Moon

마법, 가상,

(세일러문)

멜로

Kim Đồng

(정보 없음)

Naruto

액션, 모험,

(나루토)

공상

Kim Đồng

(정보 없음)

20th Century Boys

신비,

(20세기 소년)

공상 과학

Kim Đồng

(정보 없음)

Crest of the Royal
(이집트 여왕)

이미지

※출처 : VI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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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hwa’ 한국 만화
 한국 만화는 1990 년대 후반, 일본만화 유입 후 10 년이 경과 한 후에 베트남에 등장. 그 당시
일본만화 해적판 문제의 심각성 교훈을 받아 출판사들은 한국 만화의 저작권 구매를 진행함. 이
시기 한국 만화는 일본만화 스타일과 서양, 중국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내용(스토리)으로
베트남,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 다수 전파되기 시작했음. 이때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만화로는 궁(Princess Hours), 풀하우스(Full House), 밤을 걷는 선비(Scholar
Who Walks The Night) 등이었음
 베트남 사람들이 주로 즐기는 한국 콘텐츠는 주로 영화,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지만, 한국
만화 및 캐릭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음.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만화와
일본만화의 구글 웹 검색 결과, 한국 만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반면 일본만화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았음. 하지만 베트남 독자들에게 일본만화처럼 인기가 많지 않았지만 한국
만화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한국 주요 만화
출판사들이 한류의 영향력과 영화, 게임과 같은 다른 형태로 만화를 각색할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점차 베트남 독자들이 한국 만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0 년~2010 년은 베트남에서 한국 만화의 황금기였지만 2010 년 이후에는 주목할만한 한국
만화가 없다는 평가를 받음. 이는 만화 출판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일반 만화책 대신에 한국
만화 시장을 크게 변화시키고 웹툰이 등장한 이유. 현재는 한국 웹툰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인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베트남 디지털 만화 시장은 55%에 육박하는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박항서 감독을 주제로 그린 웹툰이 SNS 상
화제가 될 정도로 한국 문화에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표 2|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만화를 ‘본다 / 보지 않는다’의 이유
구분

형식

내용

기타

본다

§

아름답고 낭만적인 그림

§

아름다운 배열

§

보기 좋은 구성 (좌 à 우)

§

재미있음

§

귀엽고 낭만적임

§

유머러스함

§
§

보지 않는다

§

간단하고 생생하지 않은 그림

§

대부분의 만화 캐릭터들이 비슷하고, 이
상적인 이미지에 한정

§

남녀 구분이 부족

§

반복되고 주로 사랑 내용 중심

한국 문화에 대한 알수 있음

§

만화를 볼 시간이 없음

레저

§

접근 기회가 아직은 없음
※출처 : VI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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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베트남에서 인기있는 한국 만화
대학생 대상
이미지

제목

고등학생 대상
장르

이미지

제목

장르

5천 원만
궁(Goong)

순정만화

주면 키스해

순정만화

주는 놈

풀하우스
(Full House)

순정만화

궁(Goong)

순정만화

명랑만화

샌드위치 걸

순정만화

꼬망
(Kungfu
Komang)

하백의 신부
(The Bride of

꼬망
순정만화

(Kungfu

명랑만화

Habaek)

Komang)

열혈강호
명랑만화

갓 오브
하이스쿨
(God of high
school)

명량만화

명랑만화

큐티 보이
(Cutie boy)

순정만화

(Ruler of the
Land)

팬텀 마스터
(Blade of the
Phantom
Master)

팬텀 마스터
눈송이
(Snowflake)

순정만화

(Blade of the
Phantom
Master)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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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툰 시장
 베트남 대형 웹툰 플랫폼 <Wak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매달 약 250 만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 웹툰 플랫폼을 통해 만화를 자주 본다고 밝힘. 이 수치는 연간 약 4 백만 달러의
시장 규모에 해당하는데, 아시아 등 각국의 만화 시장의 전반적인 발전 추세에 따라 베트남 웹툰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

|그림 10| 만화 보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출처 : VIRAC, Waka

 베트남에서 어떤 이유로 온라인 만화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Waka 조사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내용(스토리)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적인(아름다운)

삽화(그림)라는 응답이 84.2%로 2 위를 차지. 반면 광고 등의 홍보행위가 만화 보기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17.7%, 작가의 인기와 관심에 따라 만화를 읽는다는 응답이 14.2%로
나타남

|그림 11| 만화 관련 정보 업데이트 방식
※출처 : VIRAC, W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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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관련 정보 업데이트 방식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화 팬 페이지와 만화번역 동호회
페이스북 페이지가 75.2%로 3/4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보편적인 정보
업데이트

출처인

것을

보여줌.

두

번째로는

구독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간다는

응답(62.7%)이었는데, 현재 베트남에서 온라인으로 올리는 만화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번역되어
무료 게재되기 때문

|그림 12| 온라인 만화 독서 디지털 기기
※출처 : VIRAC, Waka

 웹툰을 보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만화 독자들은 주로 모바일을 사용해
웹툰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모바일 기기는 크기가 작고 편리해 언제든지 웹툰을 볼 수 있기
때문. 한편 디지털 기기 2 대 이상을 사용해 웹툰을 보는 경우도 많음
 만화를 보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주로 밤 8 시 이후 편하게 쉬면서 한가롭게 대부분의 독자들이
만화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 웹툰을 보는 시간대 조사결과
※출처 : VIRAC, W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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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베트남 출판사들은 불법 웹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게시되어 있는 만화 보기에 익숙해 있어 정당한 대가(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
예를 들면 과거 베트남 첫 웹툰 플랫폼인 Comicola(코미콜라)의 저작권이 있는 만화책을 베트남
독자들이 보이콧 한 사례가 있기도 했음
 현재 베트남에서는 만화 동호회가 만화를 번역, 동호회 웹사이트나 페이스북 팬 페이지에 올려
무료 또는 유료로 만화독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태가 많음. 그러나 여기 있는
대부분의 만화들은 밀수입된 외국만화 번역본을 제공하는 저작권 없는 플랫폼. 현재까지
베트남에서는 온라인상 저작권이 있는 만화를 제공하는 회사는 Comicola(코미콜라)와
Manwa(만와) 2 개 회사밖에 없음
|표 4| 웹툰과 저작권 만화 관련 조사결과

출처 : VIRAC, W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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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ey Players
Comicola
 회사 소개
기업명

Comicola(코미콜라)

대표자명

Nguyễn Khánh Dương

설립일

2015년 1월 21일

사업자등록
번호

주요사업

031-31-05297

§

만화책과 만화 관련된 상품 생산, 인쇄, 출판, 발행 등

§

만화 캐릭터 제작, 만화 제작, 만화 홍보 활동 등

§

만화 제작 대회, 게임과 만화책을 통한 사화 공동체 연결 등
만화 행사 개최

연락처

+84-90-485-5405

이메일

contact@comicola.com

주소

호치민시 1구 343 Phạm Ngũ Lão International Plaza, 13B3

 출판물
‥ Comicola(코미콜라)는 베트남 작가들의 만화 창작을 장려하는 선두 기업으로서, 특히
베트남 만화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출판 가능 만화 중 베트남 작가들의 만화를 선택하였음.
대부분의 베트남 만화가 인기가 없는 반면, Phong Dương Comics 작가의 “Long thần
tướng”, Can Tiểu Hy 작가의 “Địa ngục môn”, Dương Minh Đức 작가의 “Nhóm máu
O” 등은 인기 있는 작품으로 독자들이 호평을 받고 있음. 이와 같이 Comicola(코미콜라)는
작가를 육성하고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들의 판권을 소유하는 방법을 추진
‥ Comicola(코미콜라)는 베트남에서 공동 모금 운동을 통해 만화를 출판하는 방법을 선택한
첫 플랫폼. 2014 년부터 베트남 작가 Phong Dương Comics 의 역사상 사건을 묘사한
Long thần tướng 만화를 출판하기 위해 베트남 내 만화 자본을 유치했고, 그 결과 이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베트남 국민의 지지와 출판 후 독자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음
‥ 이와 같은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Comicola(코미콜라)는 “Dệt nên triều đại”, “Họa sắc
Việt”, “Popup Sài Gòn phố” 등 베트남 문학 작품출판도 장려하는 노력도 기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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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Comicola(코미콜라) 대표적인 출판만화
작품명

작가

발행년

상태

2014

출판 중

2015

완료

Can Tiểu Hy

2016

완료

Châu Chucky

2017

완료

2017

출판 중

2018

완료

2019

출판 중

Long thần tướng

Phong Dương

(베트남 작품)

Comics

Nhóm máu O

Dương Minh

(베트남 작품)

Đức

Địa ngục môn
(베트남 작품)

Xấu hổ hay dễ thương
(베트남 작품)

Bad luck

Nguyễn Huỳnh

(베트남 작품)

Bảo Châu

Black rose

Dương Thạch

(베트남 작품)

Thảo

Cánh hoa trôi giữa
hoàng triều
(베트남 작품)

Tuyết Tuyế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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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Ngầu
(베트남 작품)

작가

발행년

상태

PLNT SENTA

2019

출판 중

비츄

2019

출판 중

Nghe bảo tôi là con
gái của vua
(왕의 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한국 웹툰 작품)

 웹툰
‥ Comicola(코미콜라)는 웹사이트 (https://comi.mobi/)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Comi
Mobi 에서 웹툰 서비스를 제공. “Cánh hoa trôi giữa hoàng triều”, “Xấu hổ hay dễ
thương”, “Bad luck” 등 베트남 작가들이 직접 창작한 만화 작품을 웹툰 플랫폼에 올리면서
독자들의 호응에 응답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 웹툰 작품 판권을 인수하여 제공하고 있음
‥ “Nghe bảo tôi là con gái của vua”, “Vị cứu tinh của nhân vật phản diện”, “Hoàng
hậu đến từ thế giới khác” 등 불법으로 번역되어 밀수입된 인기 한국 웹툰 작품들은 현재
Comicola(코미콜라)가 판권을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

|그림 14| Comicola(코미콜라)의 베트남 및 한국 웹툰 작품
※출처 : Comi Mobi 웹사이트

‥ 웹툰 사용료 : 독자들이 새로운 만화 첫 체험 후 그 만화를 지속적으로 구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Comicola(코미콜라)는 첫 2 회를 무료로 제공하며, 다음 회마다 30 코인(~3 천동)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처음에는 이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다수였는데, 그
이유는 이전까지 <웹툰 = 무료>라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 하지만 점차 만화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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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만화 구독비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점차 늘고 있음. Comicola(코미콜라)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웹툰 서비스 제공은
저작권 보호 및 존중의 문화 형성과 독자의 인식/태도 전환에 큰 기여를 함. 정당한 지불을
위한 계좌 이체, 전화카드, Paypal, 전자지갑 Momo, 문자 메시지 등 Comi Mobi 웹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코인 구매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음
Manwa
기업명

Manwa(만와)

주관기관

비엣텔 통신공사

설립일

2019년 12월

§
소개

베트남 모바일 플랫폼 중 두 번째로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만
화 애플리케이션

§

비엣텔 통신공사와 Waka 주식회사가 제휴 제작한 플랫폼

§

판권을 확보한 한국, 중국 만화 서비스 제공

§

향후 Manwa(만와) 앱에서 대부분의 만화가 디지털화될 것으

주요사업

로 기대

§

Manwa(만와)는 제공되고 있는 모든 작품의 판권을 소유하고
있음

§
서비스 비용

독자들의 수요에 따라 구독 패키지를 다음과 같이 제공

① 데일리 : 3,000동/일
② 위클리 : 15,000동/주
③ 먼틀리 : 50,000동/월

|그림 15| Manwa(만와)의 웹툰 작품
※출처 : Manwa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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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베트남 만화 시장의 장벽 및 투자 기회
작성순서
1. 베트남 만화 시장 트렌드
1) 웹툰의 성장
2) 문화·역사적 요소
3) 만화 저작품
2. 베트남 만화 시장의 장벽 및 투자 기회
1) 베트남 만화 시장 장벽
2) 베트남 만화 시장 투자 기회

1

베트남 만화 시장 트렌드

1. 웹툰의 성장
 실제로 태국 등 일부 지역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종이 출판만화에서 웹툰으로 옮겨가는 추세임.
2014 년 이전 웹툰은 5%에 그쳤지만, 2019 년 시장점유율이 60%까지 성장
 베트남에서도 또한 온라인 만화 웹툰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존 만화를 출판했던 방식은 제작비가 매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 만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출판사는 만화 내용의 검열, 작성본 편집, 인쇄 라인 운영, 독자들에게 대한 만화
홍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함
‥ 둘째, 현대생활에서 온라인 만화가 전통 출판만화보다 더 편리.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독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만화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 그로 인해
오프라인 만화가 온라인 만화로 대체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2. 문화·역사적 요소
 요즘 젊은 베트남 만화 작가들은 역사적 사건과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만화 창작의 재료로
결한, 융합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는 전통문화 보존과 역사 인식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식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로 인해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경우와 같이 베트남
만화도 독자들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 등 가치를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
 특히, 독자들은 만화를 통해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교육을 받게 되고 이는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기대하는 바. 앞으로 이와 같은 훌륭한 작가들의 등장으로 베트남 만화
산업은 베트남 독자들에게 다양한 주제와 시각, 가치관을 주는 매개체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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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역사적 사건을 담은 “Long thần tướng” 만화책
※출처 : VIRAC

3. 만화 저작권
 베트남에서 출판된 만화 대부분이 해외 만화의 번역본. 그러나 “Long thần tướng”, “Địa ngục
môn” 등 베트남 만화의 성공을 계기로 많은 베트남 작가들은 만화 창작의 동기를 갖게 되어
만화 창작이 취미뿐 아니라 주업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남. 최근에는 만화애호가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직접 창작한 만화를 게시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음. 예를 들어 “Cộng
đồng Comicola” 페이스북 그룹에서 많은 젊은 작가들은 서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교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찾기 위해 자기작품을 공유하는 추세
 “Thỏ bảy màu”, “Vàng xám comic”, “Thăng Fly Comic” 등과 같이 페이스북에 보여지는
만화는 1~2 회의 짧은 단편. 이 만화들은 독자의 감정과 기분을 표현하고 일상의 평범한
사건들에 대한 재미있는 유머 콘텐츠로 3~5 회 정도 컬러로 만들어지고 있음. 이 단편 만화들은
일상생활 소재를 다루고 있어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독자의 관심과 공감대를
얻고 있음. 현재 “Xấu hổ hay dễ thương”, “Chuyện vặt của Múc”, “Mèo mốc” 등과 같은
만화책이 여러 권 출판된 상태

|그림 17| 인기 만화 사례
※출처 : VI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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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만화 시장의 장벽 및 투자 기회

1. 베트남 만화 시장의 장벽
저작권 없이 밀수입된 해외 만화
 밀수입된 해외 만화들은 대부분 작가 및 출판사 정보가 없는 만화 원작 스캔 파일을 저해상도
인쇄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쌈. 심지어 어떤 출판사는 원작 만화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밀판 인쇄소와 협력하는 경우도 있음
웹사이트의 불법 발행
 대부분의 독자들은 아직도 무료로 만화 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스캔되어 웹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발행된 만화의 전파 속도는 매우 빠름. 웹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만화를 서비스하는
비용이 판권 구입 만화에 비하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출판사의 매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지적 소유권 및 저작권 침해
 많은 출판사들은 만화 작가들이 법을 모르는 점을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원재료나 작가의
아이디어를 훔쳐 허락 없이 작품을 거래하는 등 법망을 피해오고 있는 실정
잘못된 번역
 대부분의 만화 번역본은 정확하지도 않고, 내용이 왜곡되거나 하나의 만화를 다르게 번역한
사례도 있음
 일관성 없는 캐릭터 이름, 잘못된 문맥, 자의적 번역 등 만화번역 상 많은 문제점이 있음
문화 충돌
 베트남으로 수입된 모든 외국 만화가 다 출판되는 것은 아님. 출판사들은 원작 국가 문화와 현지
독자들의 이미지 인식, 관념, 관습 등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예를 들어 일본만화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베트남에서는 불편한 점, 베트남에서 비교육적인
내용, 행동이 있었다 평가를 받았던 Shin – Cậu bé bút chì(짱구는 못 말려) 만화가 잠시
출판이 중단된 경우도 있어 유의

|그림 18| 저작권 없이 만화 불법 발행 웹사이트
※출처 : VI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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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트남 만화 시장의 투자 기회
인구구조
 Waka 온라인 만화 독자의 평균 연령 조사결과에 따르면, 24 세 이하 독자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24 세~25 세의 독자가 35.4%로 그 뒤를 이었음
 또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유치원생 552 만 명, 초등학생 866 만 명, 중학생
555 만 명, 고등학생 260 만 명, 대학생 152 만 명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베트남 만화 시장의
잠재적 독자 수를 보여줌

|그림 19| 온라인 만화책 독자의 평균 연령 조사
※출처 : VIRAC, Waka

인터넷 및 디지털 기기 사용률 증가
 2020 년 1 월 시장조사기관인 ‘We Are Social’과 ‘Hootsuite’에 따르면, 2019 년 베트남
인터넷 사용자는 약 6 천 8 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한다고 발표. 그중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람은 92%, PC 컴퓨터나 Laptop 컴퓨터를 보유한 사람은 65% 차지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30.39mbps 인 전화를 인터넷에 연결한 사람은 6 천 6 백만 명. 또한, 4G
서비스가 빠르게 보편화 되며 싼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이와 같은 인프라
기반이 베트남에서 웹툰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에 좋은 기회가 된다고 평가
 한편, 2014 년부터 2019 년까지 5 년 동안 베트남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39%에서 70%로 약
2 배 증가한 점도 긍정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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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베트남 사람의 기술적 기기 사용률
※출처 : VIRAC, Datare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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