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년 상반기 만화 산업 매출액 약 6,1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

- 2019년 상반기 만화 산업 수출액 약 27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

<2019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 네이버웹툰 월간 사용자 수 2,300만 명

- 다음웹툰 월간 사용자 수 700만 명

- 카카오페이지 월간 사용자 수 600만 명

* 네이버웹툰 및 카카오페이지 & 다음웹툰 광고 소개서 기준

- 최근 1년 일주일에 4번 이상 디지털만화를 이용하는

답변자는 전체의 약 34% (* 디지털만화 : 웹툰, 스캔만화 등)

<2019 만화 이용자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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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전파상> 김선희, <테러대부활> 고진호, <하우스키퍼> 유현, <세상은 돈과 권력> 이도희,

<참교육> 한가람, <스터디그룹> 유승연, <선의의 경쟁> 심재영 외 작가 다수 보유

<연봉신> 시즌1, 2 총 44화 기준

<미스터 나이팅게일> 네이버웹툰 총 댓글 15,000 건 이상, 

<문명실톡> 포스트 유입 15만 건 달성

일러스트, 포스터, 배너, 지면, 영상, SNS 등

<신석기녀> 재아, <참교육> 채용택, <세상은 돈과 권력>, <테러대부활> 한동우, <스터디그룹> 신형욱,

<호러전파상> 봄소희 외 검증된 스토리 작가 다수 보유



<연봉신 시즌1>

영화 <관상>,

영화 <베를린>…

<백전불패>, 

<미스터 나이팅게일>…

<연봉신 시즌2>,

<피아노>,

<연의 철학>…

영화 <쎄시봉>, 

<순수왕조실톡>

<SK앱툰>…

<검은 마법사 Origin>,

<성공의 비밀>…

<마비노기>, 

<애나벨톡>…

<연봉신 시즌1> <피아노> <쎄시봉> <미스터 나이팅게일> <마비노기> <검은 마법사 Origin>

<삼성전자 NANO>,

<아스달 연대기> 
쿠키영상…

<삼성전자 NANO>

<카운터사이드>

<카운터사이드>



기준 명칭 연재 플랫폼 게재대행료 비고

장편 광고/브랜드 웹툰(16화~)

광고주 공식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X

※ 매체별 게재대행료

- 네이버웹툰 : 8화 기준 5천만원

* 장편(16화) 기준 게재대행료 2회 발생

- 다음웹툰 : 회당 매체비 400만원

* 카카오페이지 동시 연재 시 별도 문의 필요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O

중편 광고/브랜드 웹툰(8~12화)

광고주 공식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X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O

단편 광고 웹툰(단편 또는 1~5화) 광고주 공식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X

이미지 광고 일러스트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X

PPL

스토리형 네이버웹툰 등

제작비 포함

이미지형 네이버웹툰 등

슬라이드형 네이버웹툰 등

배너형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글과 그림을 통해 어렵고 딱딱한 내용도

친근하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광고

- 주로 16화 이상의 시리즈물로 기획

- 광고주 공식 홈페이지, SNS 및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등의 플랫폼 연재 가능

2013 <연봉신>  글/그림 - 미티

광고주 - 한화케미탈 https://bit.ly/2xysyen

https://bit.ly/2xysyen


글과 그림을 통해 어렵고 딱딱한 내용도

친근하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광고

- 주로 8~12화의 시리즈물로 기획

- 광고주 공식 홈페이지, SNS 및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카카오페이지 등의 플랫폼 연재 가능

2016 모바일 게임 <백전불패>  글/그림 - 윤인완/양경일

광고주 - 에프엘모바일코리아 https://bit.ly/33ncnfG

https://bit.ly/33ncnfG


2017 게임 <마비노기 메멘토-바람이 그리는 노래>  글/그림 - 신형욱/김선희

광고주 - 넥슨 https://bit.ly/2U7CuTY(3화)

짧지만 임팩트 있는 구성과 스토리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스토리텔링 광고

- 단편 또는 1~5화의 시리즈물로 기획되는 광고 웹툰

- 광고주 공식 홈페이지, SNS 등에 업로드 가능

https://bit.ly/2U7CuTY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전시회 글/그림 - 경석

광고주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유명 작가가 직접 그리는 광고 일러스트

- 짧은 제작 기간이 특징



인지도가 높은 유명 웹툰에 삽입되어,

해당 작품의 독자들에게 노출되는 PPL

- 웹툰과 함께 자연스러운 노출 가능

- 연재 매체에 따라 스토리형, 이미지형, 슬라이드형, 배너형 등의

영역으로 진행 가능

2016 게임 <오버워치>  글/그림 - 고진호

광고주 - 블리자드



- 소요시간은 최단시간으로 산정되었으며 프로젝트 규모와 작업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체 연재 시 성과 지표 리포트를 수령하여 전달드립니다.

- 전 회차 콘티 및 스토리는 YLAB 프로듀싱 시스템을 통해 제작됩니다.

W1 W3 W5 W9 W12 Weekly Routine

제작 문의 조율 및 계약 기획안 및 자료 전달 피드백 및 컨펌 피드백 및 컨펌 피드백 및 컨펌

작가, 추천 조율 및 계약
시놉시스 및 구성안
전달, 1화 시나리오

작성

1화 원고 제작,
2화 시나리오 작성

2화 원고 제작,
3화 시나리오 작성

3화 원고 제작,
4화 시나리오 작성

YLAB과 계약 진행 1화 원고 업로드 2화 원고 업로드





https://bit.ly/3iEmBCh


https://bit.ly/2Tt0vIm


https://bit.ly/2TBYbPu


https://bit.ly/339GGqj


https://bit.ly/38xReAA


http://bit.ly/2u89fnq


https://bit.ly/2xqui9v


https://bit.ly/2vVTX9A


https://bit.ly/2QqBOru


https://bit.ly/3amd63z


http://bit.ly/2T6U4Vs


http://bit.ly/2FaxM1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