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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만화산업

실태조사

1.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개요 

2. 출판･만화산업 실태조사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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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개요

1.1 조사목적 

� ‘반기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는 연간 통계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콘텐츠산업 

규모 등을 파악 

▫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분기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 축적과 향후 시계열화를 통한 

계절적 변화 파악 및 전망 목적 

� 현재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118개, CJ ENM, 제이콘텐트리 등 多분야 중복 반영 포함) 분석을 

통해 콘텐츠 업체의 매출액 등을 파악할 수 있으나 콘텐츠산업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 

▫ 산업별 상장사는 게임 32개, 지식정보 11개, 출판 11개, 방송 27개, 광고 11개, 영화 11개, 음악 11개, 

애니메이션/캐릭터 4개이며, 이중 연결재무제표 대상 상장사는 36개사임 

▫ CJ ENM은 방송/영화/음악 등 3개 분야, 제이콘텐트리는 영화/방송 등 2개 분야, 바른손이앤에이는 

게임/영화 등 2개 분야에 중복 포함하였으며 각 분야별 1개사로 간주 

▫ 에이프로젠H&G(게임), 와이제이엠게임즈(게임), 인터파크(출판), 아이오케이(방송), 제이웨이(영화) 

등 콘텐츠 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상장사는 콘텐츠산업에 해당하는 매출 및 수출, 종사자 

등을 별도 추출하여 적용 

▫ 기존 게임 분야에 포함되어 있던 NHN엔터테인먼트와 엔씨소프트는 ’16년 1분기 보고서부터 연결 

대상 종속회사들의 사업 내용 변동에 따라 분석 기준 재무제표를 변경 : NHN엔터테인먼트(연결→개별), 

엔씨소프트(개별→연결) 

▫ 출판 분야에 포함되어 있던 기존 인터파크가 ’15년 중 지주회사로 전환 완료하여 상장명이 인터파크

홀딩스(035080)로 변경되었고 관련 고용 수가 과소 계상됨에 따라, ’16년 1분기 보고서부터 종속 회사 

중 출판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열 내 다른 상장사인 인터파크(108790, 연결 기준)로 분석 대상을 

교체·변경 

▫ 서울리거(게임)는 ’17년 1분기 중 게임 관련 사업부문을 투자사에 매각함에 따라 공시 보고서에 

매출이 반영되지 않아 ’17년 1분기부터 분석대상 상장사에서는 제외하고 일반 패널 실태조사 대상 

사업체로 전환 

▫ SK커뮤니케이션즈(지식정보)는 ’17년 2월 모회사에 의해 자진 상장폐지 되어 ’17년 2분기부터 분석

대상 상장사에서는 제외하고 일반 패널 실태조사 대상 사업체로 전환 

▫ 룽투코리아(게임, 지식정보)의 사업 중 지식정보 부문은 관련 교육 사업을 ’17년 3분기 중 비상장사에 

분리 매각함에 따라 ’17년 3분기부터 분석 대상 상장사에서는 제외하고 일반 패널 실태조사 대상 

사업체로 전환 

▫ 이에스에이(게임)는 ’17년 4분기 중 게임 관련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분석 대상 상장사에서 제외

Ⅰ 출판･만화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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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오쇼핑과 CJ E&M은 ’18년 상반기 중 합병을 결정하고 상반기 공시 보고서를 합병 법인명(CJ 

ENM, 상장사 코드는 기존 CJ오쇼핑의 코드를 사용)으로 발표함에 따라, ’18년 상반기 보고서부터 

합병된 법인 기준으로 분석 : (전) CJ오쇼핑(035760, 개별 기준), CJ E&M(130960, 연결 기준) → 

(후) CJ ENM(035760)

▫ ’18년 상반기 보고서부터 디앤씨미디어(출판, 개별 기준), 스튜디오드래곤(방송, 연결 기준) 등 최근 

상장된 2개사가 신규 분석대상으로 추가 

� 적시적기 콘텐츠업체 조사를 통하여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제공

1.2 조사대상 및 방법

� ‘반기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는 총 11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방송

영상독립제작사),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2,413개를 패널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 실시 

▫ 기존 분기별 실태조사의 1,200개 표본에서 추정을 위한 패널 사업체수를 2배로 증가 

� 본 조사의 추출단위는 개개의 사업체(본사, 공장, 작업장, 매장 등) 단위이고 2018년 기준 2,413개 

사업체는 11개 산업별, 규모(50인 이상, 10~49인, 10인 미만)별 종사자수를 특성치로 모집단 

사업체수 및 변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네이만배분법을 활용하여 배분 

▫ 네이만배분법(Neyman Allocation)은 산업별 사업체수의 편중이 큰 경우 특성치 변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 사업체조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소규모 사업체 수가 많은 산업(예: 출판)의 과표집을 방지하기 위해 멱배분법(Power Allocation)을 

동시 고려함

▫ 패널사업체와 표본사업체로 나누고, 표본사업체는 콘텐츠산업의 11개 분야를 부 모집단으로 설정, 

또한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전수사업체와 표본사업체로 층화

▫ 패널사업체는 산업별로 사업체규모의 내재화, 즉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고르게 선정되도록 계통추출법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정렬한 다음 등간격으로 표본을 구성하는 방법)을 적용



6

출
판

만
화

산
업

 실
태

조
사

･

� 2018년 표본설계 기준 산업별 적정 표본수 및 조사 표본수는 아래의 표와 같음

산업명 모집단 적정 표본수 비중 추출률 조사 표본수 비중

출판 25,452 555 23.0% 2.2% 555 23.0%

만화 7,726 120 5.0% 1.6% 120 5.0%

음악 37,501 264 10.9% 0.7% 264 10.9%

게임 12,363 185 7.7% 1.5% 185 7.7%

영화 1,398 120 5.0% 8.6% 120 5.0%

애니메이션 447 138 5.7% 30.9% 138 5.7%

방송 957 120 5.0% 12.5% 120 5.0%

광고 7,229 245 10.2% 3.4% 245 10.2%

캐릭터 2,213 182 7.5% 8.2% 182 7.5%

지식정보 8,719 300 12.4% 3.4% 300 12.4%

콘텐츠솔루션 1,798 184 7.6% 10.2% 184 7.6%

전체 105,803 2,413 100.0% 2.3% 2,413 100.0%

주) 비중 : 전체 표본수 대비 산업별 표본수 비중, 추출률 : 산업별 (표본수/모집단)

� 매출액과 종사자수는 상장사와 조사 사업체의 합산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추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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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무응답과 항목무응답은 분석대상에 따라 매출액은 종사자수 규모 50인을 기준으로 각각 종사자수 

기준 회귀 결정계수가 0.8 이상이면 회귀대체법, 나머지는 최근방대체법으로 추정하였고 수출액은 

비추정대체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 최근방대체법(Nearest Neighbor Hot-deck-Imputation)은 추정대상의 크기순으로 전후에 있는 평균치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 회귀대체법(Regression Imputation)은 대체변수를 이용하여 도출한 회귀방정

식으로 결측치를 추정하는 방법, 비추정대체(Ratio Imputation)는 둘 이상의 변수 간의 비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임

� 각 산업별 종사자수, 매출액, 수출액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음

추정치 = 일반사업체 추정 + 상장사 합산 + 패널사업체 추정

 ⋅


 일반  




 상장사  


⋅


 패널 

▫ 는 층(산업(11)별, 규모(3))를 나타내는 첨자, 는 사업체를 나타내는 첨자, 는 각 층별 설계가중치

(=층별 모집단 종사자수 / 표본 종사자수), 는 각 층별 전반기 대비 패널비(=층별 전반기 패널실적 

/ 당반기 패널실적)임

� ’18년 상반기 실태조사의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방문조사 

및 E-mail, Fax,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 실시 

▫ 과거의 분기별 실태조사 응답업체 1,210개는 패널로 유지하고, 증가된 표본은 신규 업체를 추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존 1,210개 업체 중 폐업, 결번, 거절, 업종전환 등의 사유로 총 40개 

업체가 응답이 불가하였음 

▫ 40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 유사 대체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동일 분야, 동일 수의 업체가 신규로 추가되어 2,413개 업체가 ’18년 상반기 패널로 구축되었음

� 보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보고서에 수록된 수치는 소수점 미만, 또는 각각에 해당하는 단위로 반올림된 

것으로 각 항목의 합산된 값이 합계 항목(수치, %, %p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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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판･만화산업 실태조사 분석결과

2.1 2018년 상반기 출판･만화산업 규모

� ’18년 상반기 출판 · 만화산업의 매출액은 약 10조 9,039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한 수준 

￭ 출판 · 만화산업 매출액은 ’16년 하반기부터 ’18년 상반기까지 증가, 감소의 등락세를 보이고 있음 

� ’18년 상반기 기준 출판 · 만화산업 매출액이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로 

나타났으며, ’16년 하반기부터 등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년동기인 ’17년 상반기 21.4% 대비 

1.6%p 감소하였음

표Ⅰ-1 ’16년 하반기~’18년 상반기 출판･만화산업 매출액 규모

(단위：백만 원)

구분 매출액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산업대비 

비중

전년동기대비

증감률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출판･만화 10,514,136 10,953,463 10,807,020 10,903,939 19.8% △0.5%

전체 56,822,410 51,071,198 59,462,936 55,018,883 100.0% 7.7%

user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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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상반기 출판 · 만화산업의 종사자수는 192,182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수준임 

￭ 출판 · 만화산업 종사자수는 ’16년 하반기부터 ’17년 하반기까지는 연속 감소하였으나, ’18년 상반기에는 

다시 전반기대비 증가로 전환 

� ’18년 상반기 기준 출판 · 만화산업 종사자수가 전체 콘텐츠산업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1%로 나타났으며, ’16년 하반기부터 ’17년 하반기까지 연속 감소해 오다 ’18년 상반기에는 전반기

대비 0.3%p 소폭 증가 

표Ⅰ-2 ’16년 하반기~’18년 상반기 출판･만화산업 종사자 규모

(단위 : 명)

구분 종사자수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산업대비 

비중

전년동기대비

증감률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출판･만화 195,128 194,235 191,381 192,182 30.1% △1.1%

전체 631,457 631,365 642,048 638,412 10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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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상반기 출판 · 만화산업의 수출액은 약 1억 2,108만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수준임 

￭ 출판 · 만화산업 수출액은 ’16년 하반기부터 ’17년 하반기까지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18년 상반기에는 

전반기대비 다소 감소하였음 

� ’18년 상반기 출판 · 만화산업 수출액이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나타

났으며, 전년동기대비 1.1%p 감소 

표Ⅰ-3 ’16년 하반기~’18년 상반기 출판･만화산업 수출액 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수출액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산업대비 

비중

전년동기대비

증감률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출판･만화 123,102 123,823 134,811 121,084 3.5% △2.2%

전체 3,438,386 2,716,353 4,175,850 3,449,181 100.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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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8년 상반기 출판･만화산업 구조 분석1)

� ’18년 상반기 출판산업 상장사 매출액은 약 1조 1,651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출판 · 만화

산업 매출액의 10.7%를 차지 

￭ 출판 · 만화산업 매출액에서 출판산업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하반기에 11.0%를 기록한 이후, 

’18년 상반기까지 10% 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18년 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한 수준임

표Ⅰ-4 ’16년 하반기~’18년 상반기 출판･만화산업 전체 매출액 대비 상장사 매출액 비교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출판･만화산업

전체 매출액

출판산업

상장사 매출액

전체 대비 

상장사비중(%)

2016년 하반기 10,514,136 1,153,911 11.0%

2017년 상반기 10,953,463 1,118,731 10.2%

하반기 10,807,020 1,148,571 10.6%

2018년 상반기 10,903,939 1,165,123 10.7%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0.5% 4.1% 0.5%p

1) 실태조사를 통한 규모 추정은 출판산업과 만화산업을 분류하여 진행되었으며, 만화산업은 상장사 부재로 실태조사를 통한 출판 · 만화산업 

추정결과와 출판산업 상장사를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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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상반기 출판산업 상장사 종사자수는 7,468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 출판 · 만화산업 

종사자수의 3.9%를 차지 

￭ 출판 · 만화산업 종사자수에서 출판산업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하반기부터 ’17년 하반기까지 

연속 상승세에 있었으나, ’18년 상반기에는 전반기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전년동기대비로는 0.5%p 

상승

표Ⅰ-5 ’16년 하반기~’18년 상반기 출판･만화산업 전체 종사자 대비 상장사 종사자 비교

(단위 : 명)

구   분 출판･만화산업

전체 종사자수

출판산업

상장사 종사자수

전체 대비 

상장사비중(%)

2016년 하반기 195,128 6,216 3.2%

2017년 상반기 194,235 6,486 3.3%

하반기 191,381 7,867 4.1%

2018년 상반기 192,182 7,468 3.9%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1.1% 15.1%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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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상반기 출판산업 상장사 수출액은 약 1,219만 달러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 출판 · 만화산업 

수출액의 10.1%를 차지 

￭ 출판산업 수출액에서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하반기부터 ’17년 하반기까지 8% 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8년 상반기에 급등하며 10.1%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년동기대비 1.1%p 상승한 수준

표Ⅰ-6 ’16년 하반기~’18년 상반기 출판･만화산업 전체 수출액 대비 상장사 수출액 비교

(단위 : 천 달러)

구   분 출판･만화산업

전체 수출액

출판산업

상장사 수출액

전체 대비 

상장사비중(%)

2016년 하반기 123,102 10,895 8.9%

2017년 상반기 123,823 11,053 8.9%

하반기 134,811 11,018 8.2%

2018년 상반기 121,084 12,194 10.1%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2.2% 10.3% 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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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분석

1. 출판산업 상장사 경영실적 분석

2. 출판산업 상장사 고용 분석

3. 출판산업 상장사 재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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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판산업 상장사 경영실적 분석

1.1 상장사 매출 변동 추이

� 출판산업 상장사의 ’18년 상반기 매출액은 약 1조 1,65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했으며, 

전반기대비 1.4% 증가 

￭ ’17년 하반기에 전반기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17년 하반기에 이어 ’18년 상반기에 연속 소폭의 

상승세 유지 

▫ ’18년 6월 교보문고가 집계·발표한 ‘2018년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및 결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서 판매권수와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그 중에서도 아동과 

시·에세이, 소설 등 문학 분야의 판매액이 다소 증가하였는데, 한동안 주춤했던 아동 분야는 모바일

게임, 애니메이션 콘텐츠 등을 토대로 한 아동만화 시리즈가 인기를 얻으며 20.8%의 신장률로 약진

하였고, 시·에세이 16.9%, 소설 12% 등 문학 분야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음 

▫ 국제출판협회(IPA) 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책 읽는 독자 규모는 감소하지만, SNS 등 텍스트 

소비층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출판산업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특히 최근은 전자책이 주춤한 가운데 오디오북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싹트고 있음

� 콘텐츠 상장사 전체 매출액 변동 추이와 비교해 보면, ’16년 하반기부터 ’17년 하반기까지는 콘텐츠 

상장사 전체와 출판산업 상장사의 매출액 변동 추이가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나, ’18년 상반기에는 

콘텐츠 상장사 전체가 전반기대비 3.8% 감소한 반면, 출판산업 상장사는 1.4% 증가 

표Ⅱ-1 출판산업 상장사 매출액 변동

(단위：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출판 11,539.1 11,187.3 11,485.7 11,651.2

4.0% △3.0% 2.7% 1.4% 4.1%

콘텐츠 상장사

전체

150,018.7  146,413.3 181,092.0  174,257.0  

12.4% △2.4% 23.7% △3.8% 19.0%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상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

Ⅱ 상장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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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의 ’18년 상반기 매출액은 약 3,67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 전반기대비 0.5% 감소

하였으며, ’17년 하반기부터 연속 하락세 

￭ 대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목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가제품인 써밋수학 등의 비중 증가 및 

러닝센터 효율화로 평균수강료가 상승하며 매출액 하락 폭이 예상보다 작은 것으로 파악 

� 웅진씽크빅의 ’18년 상반기 매출액은 약 3,11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 전반기대비 0.7% 

증가하였으며, ’17년 상반기부터 ’18년 상반기 현재까지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 

￭ 웅진씽크빅의 매출액은 전집사업 신규 회원 증가 및 단행본사업 실적 호조로 증가

￭ 웅진씽크빅의 교육문화 사업(학습관리부분)과 미래교육 사업(독서관리 부문) 등 양대 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2분기에 투자 성격의 비용 지출이 커 하반기에는 매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예스24의 ’18년 상반기 매출액은 약 2,367억 원으로 ’16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오며 

’18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9.9%, 전반기대비 5.5% 증가

￭ 온라인 도서 사업 및 중고서점 매장에서의 꾸준한 성장이 매출액 확대에 기여 

￭ 예스24는 국내외 벤처캐피털과 협력하여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동남아 결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결제 솔루션 관련 스타트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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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 출판산업 상장사별 매출액 변동

(단위：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웅진씽크빅 3,038.1 3,044.3 3,089.2 3,111.7

△1.6% 0.2% 1.5% 0.7% 2.2%

대교 3,769.0 3,873.2 3,694.6 3,675.2

△1.6% 2.8% △4.6% △0.5% △5.1%

인터파크 924.9 819.6 758.1 929.0

9.8% △11.4% △7.5% 22.5% 13.4%

비상교육 808.8 527.9 797.7 517.5

44.1% △34.7% 51.1% △35.1% △2.0%

예스24 2,106.0 2,154.2 2,243.2 2,366.8

6.4% 2.3% 4.1% 5.5% 9.9%

NE능률 303.7 237.2 337.6 392.4

31.4% △21.9% 42.4% 16.2% 65.5%

삼성출판사 238.1 219.9 253.1 215.7

1.6% △7.6% 15.1% △14.8% △1.9%

예림당 174.5 131.0 132.8 112.4

△4.4% △24.9% 1.4% △15.4% △14.2%

이퓨쳐 44.0 43.6 42.2 45.1

6.7% △0.9% △3.2% 6.8% 3.4%

미스터블루 132.0 136.5 137.3 130.0

30.1% 3.4% 0.5% △5.3% △4.8%

디앤씨미디어 - - - 155.3

- - - - -

합  계 11,539.1 11,187.3 11,485.7 11,651.2

4.0% △3.0% 2.7% 1.4% 4.1%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상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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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장사 영업이익 변동 추이

� 출판산업 상장사의 ’18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217.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1.5% 감소, 전반기대비 

68.1% 감소하였음

￭ ’16년 하반기부터 큰 폭의 등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8년 상반기에는 전반기대비 68.1%의 매우 

큰 폭으로 급감 

▫ 출판 분야 상장사에서 인터파크, 비상교육, 예스24, NE능률, 삼성출판사, 이퓨쳐 등 6개사가 ’18년 

상반기 기준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출판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 특히, 예스24, 이퓨쳐를 제외한 

4개사는 전반기대비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전환됨 

� 콘텐츠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 변동 추이와 비교해보면, 콘텐츠 상장사 전체와 출판산업 상장사의 

변동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출판산업 상장사가 콘텐츠 상장사 전체에 비하여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Ⅱ-3 출판산업 상장사 영업이익 변동

(단위：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출판 873.9 564.4 681.6 217.2

50.4% △35.4% 20.8% △68.1% △61.5%

콘텐츠 상장사

전체

16,764.6 16,360.9 23,840.3 19,766.3

6.0% △2.4% 45.7% △17.1% 20.8%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상의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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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중 대교의 ’18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214.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6% 감소, 전반기대비로는 

6.2% 감소 

￭ 대교의 영업이익은 ’16년 하반기와 ’17년 상반기는 전반기대비 연속 증가하였으나, ’17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 

� 예스24의 ’18년 상반기 영업손익은 14.9억 원의 적자를 기록

￭ ’17년 하반기부터 적자로 전환하였고, ’18년 상반기에는 전반기대비 적자폭이 증가함 

� 웅진씽크빅의 ’18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113.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5%, 전반기대비 44.5% 급감 

￭ ’16년 하반기 및 ’17년 상반기에 전반기대비 연속 감소하였다가 ’17년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증가

하였으나, ’18년 상반기에 다시 큰 폭으로 감소 

▫ 웅진씽크빅의 매출액은 전집사업 신규 회원 증가 및 단행본사업 실적 호조로 증가했지만, 학습센터·

전집사업 지역국 확대에 따른 임차료 및 북클럽 홍보비 증가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표Ⅱ-4 출판산업 상장사별 영업이익 변동

(단위: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웅진씽크빅 171.1 134.3 204.3 113.5

△9.1% △21.5% 52.2% △44.5% △15.5%

대교 237.0 242.5 228.4 214.3

8.6% 2.3% △5.8% △6.2% △11.6%

인터파크 34.2 40.9 12.9 △7.1

2,932.9% 19.7% △68.4% △155.1% △117.4%

비상교육 300.5 57.8 224.0 △71.5

348.9% △80.8% 287.3% △131.9% △223.6%

예스24 18.2 33.9 △7.6 △14.9

△17.6% 86.6% △122.4% △96.4% △144.1%

NE능률 53.5 15.3 11.0 △56.5

121.7% △71.3% △28.6% △615.6% △468.3%

삼성출판사 7.7 5.0 2.4 △11.6

△18.5% △34.4% △51.4% △573.2% △330.0%

예림당 27.6 13.3 5.2 7.4

2.9% △51.9% △61.0% 42.7% △44.4%

이퓨쳐 △0.4 1.9 △4.1 △0.6

△111.5% 532.8% △314.4% 85.3% △131.5%

미스터블루 24.6 19.4 4.9 10.6

21.2% △21.2% △74.5% 114.3% △45.4%

디앤씨미디어 - - - 33.6

- - - - -

합  계 873.9 564.4 681.6 217.2

50.4% △35.4% 20.8% △68.1% △61.5%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상의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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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장사 수출 변동 추이

� ’18년 상반기 수출액은 약 1,219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0.3%, 전반기대비 10.7% 증가

￭ 출판산업의 수출액은 ’16년 하반기 이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17년 하반기에 잠시 감소하였고, ’18년 

상반기에 다시 증가 

� 콘텐츠 상장사 전체 수출액 변동 추이와 비교해 보면 반기별 변동의 큰 연관성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18년 상반기 출판산업의 수출액은 과거 변동이 크지 않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전반기대비 10.7% 

급증하였음

표Ⅱ-5 출판산업 상장사 수출 변동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출판 10,894.8 11,052.7  11,018.3  12,194.4  

0.6% 1.4% △0.3% 10.7% 10.3%

콘텐츠 상장사

전체

1,132,322.1  1,074,481.2 2,037,080.3  1,948,380.7

5.7% △5.1% 89.6% △4.4% 81.3%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상의 수출액 또는 해외매출

주1) 기업별 사업보고서 상의 수출액(원화)을 한국은행 원/달러 분기별, 연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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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산업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교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하였고, NE능률과 

예림당 역시 전년동기대비 각각 3.8%, 17.3% 감소한 반면, 이퓨처는 전년동기대비 152.1% 증가 

￭ 예스24는 국내외 벤처캐피털과 협력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진출의 경우 등을 염두에 두고 동남아 

결제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결제솔루션 관련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표Ⅱ-6 출판산업 상장사별 수출 변동

(단위：천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웅진씽크빅 0.0 0.0 0.0 0.0

- - - - -

대교 9,323.2 9,608.3 9,184.7 9,441.8

5.6% 3.1% △4.4% 2.8% △1.7%

인터파크 0.0 0.0 0.0 0.0

- - - - -

비상교육 0.0 0.0 0.0 0.0

- - - - -

예스24 0.0 0.0 0.0 0.0

- - - - -

NE능률 433.2 780.3 507.4 750.9

△48.3% 80.1% △35.0% 48.0% △3.8%

삼성출판사 0.0 0.0 0.0 0.0

- - - - -

예림당 63.5 202.3 379.7 167.3

△85.2% 218.3% 87.7% △55.9% △17.3%

이퓨쳐 1,074.9 461.9 946.6 1,164.4

46.1% △57.0% 105.0% 23.0% 152.1%

미스터블루 0.0 0.0 0.0 0.0

- - - - -

디앤씨미디어 - - - 670.0

- - - - -

합  계 10,894.8 11,052.7 11,018.3 12,194.4

0.6% 1.4% △0.3% 10.7%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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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판산업 상장사 고용 분석

2.1 상장사 고용 변동 추이

� 출판 분야의 ’18년 상반기 종사자수는 7,46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 전반기대비 5.1% 

감소 

￭ 출판산업 상장사의 종사자수는 ’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 ’18년 상반기에는 감소로 

전환됨 

� 콘텐츠 상장사 전체 종사자수 변동 추이와 비교해보면, ’17년 상반기부터 ’17년 하반기까지 같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18년 하반기에는 콘텐츠 상장사 전체와 다르게 출판산업 종사자수는 

전반기대비 감소함

표Ⅱ-7 출판산업 상장사 고용 변동

(단위：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출판 6,216 6,486 7,867 7,468

0.7% 4.3% 21.3% △5.1% 15.1%

콘텐츠 상장사

전체

41,635 42,791 47,169 49,578

4.0% 2.8% 10.2% 5.1% 15.9%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정기보고서(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상의 전체 직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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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장사별 고용 변동 추이

� 상장사 중 대교의 ’18년 상반기 종사자수는 2,493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5% 증가, 전반기대비 

1.6% 감소 

￭ ’17년 상반기, 하반기 연속 증가하였으나 ’18년 상반기에는 감소로 전환 

� 웅진씽크빅의 ’18년 상반기 종사자수는 2,272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1.2% 증가, 전반기대비 8.2% 감소 

￭ ’17년 상반기, 하반기 연속 증가하였으나 ’18년 상반기에는 감소로 전환 

� 비상교육의 ’18년 상반기 종사자수는 603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전반기대비 3.4% 감소 

￭ ’16년 하반기 이후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 ’18년 상반기에는 감소로 전환 

표Ⅱ-8 출판산업 상장사별 고용 변동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웅진씽크빅 1,723 1,732 2,476 2,272

△1.0% 0.5% 43.0% △8.2% 31.2%

대교 2,469 2,481 2,534 2,493

△0.9% 0.5% 2.1% △1.6% 0.5%

인터파크 321 454 765 545

2.6% 41.4% 68.5% △28.8% 20.0%

비상교육 603 613 624 603

7.3% 1.7% 1.8% △3.4% △1.6%

예스24 432 447 443 427

1.2% 3.5% △0.9% △3.6% △4.5%

NE능률 271 295 526 530

0.7% 8.9% 78.3% 0.8% 79.7%

삼성출판사 160 189 227 265

3.9% 18.1% 20.1% 16.7% 40.2%

예림당 94 117 101 110

2.2% 24.5% △13.7% 8.9% △6.0%

이퓨쳐 45 50 48 48

△2.2% 11.1% △4.0% 0.0% △4.0%

미스터블루 98 108 123 128

25.6% 10.2% 13.9% 4.1% 18.5%

디앤씨미디어 - - - 47

- - - - -

합  계 6,216 6,486 7,867 7,468

0.7% 4.3% 21.3% △5.1%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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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판산업 상장사 재무분석

3.1 성장성 변화 추이

자산증가율2) 변화 추이 

� ’18년 상반기 출판산업 상장사의 자산증가율은 1.0%로 전년동기대비 1.6%p 상승한 수준 

￭ ’17년 상반기에 전반기대비 자산 규모가 잠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18년 상반기까지 다시 연속 증가 

▫ ’18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상장사 전체의 자산증가율은 1.4%로 전년동기대비 3.7%p 감소 

표Ⅱ-9 출판산업 상장사 자산증가율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동기대비

(%p)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출판 4.7 △0.6 4.2 1.0 1.6

콘텐츠 상장사 전체 7.9 5.1 19.4 1.4 △3.7

투자증가율3) 변화 추이 

� ’18년 상반기 출판산업 상장사의 투자증가율은 1.1%로 전년동기대비 9.8%p 감소한 수준

￭ ’16년 하반기 이후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증가율은 상반기보다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18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상장사 전체의 투자증가율은 4.4%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

표Ⅱ-10 출판산업 상장사 투자증가율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동기대비

(%p)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출판 19.2 10.9 26.5 1.1 △9.8

콘텐츠 상장사 전체 37.5 4.6 30.6 4.4 △0.2

2) 자산증가율 = (당기말자산-전기말자산) / 전기말자산×100 : 전반기대비 기업의 자산규모 증가규모 파악

3) 투자증가율 = 해당반기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흐름, (현금유출-현금유입)/자산총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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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율4) 변화 추이 

� ’18년 상반기 출판산업 상장사의 사내유보율은 243.0%로 전년동기대비 1.3%p 하락한 수준

￭ ’16년 하반기부터 ’17년 하반기까지 연속 상승하였으나, ’18년 상반기에는 전반기대비 감소 전환

▫ ’18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상장사 전체의 사내유보율은 213.3%로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 

표Ⅱ-11 출판산업 상장사 사내유보율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동기대비

(%p)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출판 238.4 244.3 249.3 243.0 △1.3

콘텐츠 상장사 전체 207.1 212.9 210.7 213.3 0.4

3.2 수익성 변화 추이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 ’18년 상반기 출판산업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은 1.9%로 전년동기대비 3.2%p 하락

￭ ’16년 하반기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18년 상반기까지 전반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추세 

▫ ’18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상장사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11.3%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 

표Ⅱ-12 출판산업 상장사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동기대비

(%p)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출판 7.6 5.0 5.9 1.9 △3.2

콘텐츠 상장사 전체 11.2 11.2 13.2 11.3 0.2

4) 사내유보율 =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납입자본금×100 : 유보율이 높을수록 대내외 불확실에 대한 적응력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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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영업이익률5) 변화 추이

� ’18년 상반기 출판산업 상장사의 자산영업이익률은 0.9%로 전년동기대비 1.6%p 감소

￭ ’16년 하반기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18년 상반기까지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 

▫ ’18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상장사 전체의 자산영업이익률은 3.3%로 전년동기 수준 유지 

표Ⅱ-13 출판산업 상장사 자산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동기대비

(%p)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출판 4.0 2.6 3.0 0.9 △1.6

콘텐츠 상장사 전체 3.5 3.3 4.0 3.3 △0.0

자본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 ’18년 상반기 출판산업 상장사의 자본영업이익률은 1.4%로 전년동기대비 2.3%p 하락 

￭ ’16년 하반기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18년 상반기까지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 

▫ ’18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상장사 전체의 자본영업이익률은 4.7%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 

표Ⅱ-14 출판산업 상장사 자본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동기대비

(%p)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출판 5.7 3.6 4.3 1.4 △2.3

콘텐츠 상장사 전체 5.4 4.8 5.8 4.7 △0.1

5) 자산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액/자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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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정성 변화 추이

부채비율 변화 추이

� ’18년 상반기 출판산업 상장사의 부채비율은 45.2%로 전년동기대비 4.0%p 상승 

￭ ’16년 하반기 이후 등락을 지속하고 있으며, ’18년 상반기는 전반기대비 소폭 하락 수준

▫ ’18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상장사 전체의 부채비율은 43.5%로 전년동기대비 3.4%p 하락 

표Ⅱ-15 출판산업 상장사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 추이

(단위：%, %p)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동기대비

(%p)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출판 44.7 41.1 45.6 45.2 4.0

콘텐츠 상장사 전체 52.6 46.9 46.0 43.5 △3.4

유동비율 변화 추이

� ’18년 상반기 출판산업 상장사의 유동비율은 176.0%로 전년동기대비 10.7%p 하락한 수준

￭ ’16년 하반기부터 ’18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 

▫ ’18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상장사 전체의 유동비율은 206.7%로 전년동기대비 13.5%p 상승 

표Ⅱ-16 출판산업 상장사 유동비율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동기대비

(%p)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출판 181.2 186.7 172.0 176.0 △10.7

콘텐츠 상장사 전체 181.2 193.1 205.2 206.7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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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6) 변화 추이

� ’18년 상반기 출판산업 상장사의 자기자본비율은 68.9%로 전년동기대비 2.0%p 하락한 수준

￭ ’16년 하반기부터 ’18년 상반기까지 등락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18년 상반기는 전반기대비 소폭 상승 

▫ ’18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상장사 전체의 자기자본비율은 69.7%로 전년동기대비 1.6%p 상승 

표Ⅱ-17 출판산업 상장사 자기자본비율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동기대비

(%p)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출판 69.1 70.9 68.7 68.9 △2.0

콘텐츠 상장사 전체 65.5 68.1 68.5 69.7 1.6

3.4 생산성 변화 추이

1인당 평균매출액 변화 추이

� ’18년 상반기 출판산업 상장사의 1인당 평균매출액은 1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 감소한 

수준 

￭ ’16년 하반기 이후 ’17년 하반기까지 연속 감소하였으나, ’18년 상반기에는 소폭 증가 전환 

▫ ’18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상장사의 1인당 평균매출액은 3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 

표Ⅱ-18 출판산업 상장사 1인당 평균매출액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출판 1.86  1.72  1.46  1.56  

3.3% △7.1% △15.4% 6.9% △9.5%

콘텐츠 상장사

전체

3.60  3.42 3.84  3.51  

8.1% △5.0% 12.2% △8.4% 2.7%

6)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표준비율은 50% 이상.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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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집약도7) 변화 추이

� ’18년 상반기 출판산업 상장사의 자본집약도는 3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천만 원 감소한 수준 

￭ ’16년 하반기 이후 ’17년 하반기까지 연속 감소하였으나, ’18년 상반기에는 증가 전환 

▫ ’18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상장사의 자본집약도는 12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5천만 원 증가

표Ⅱ-19 출판산업 상장사 자본집약도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동기대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출판 3.5 3.4 2.9 3.1 △0.3

콘텐츠 상장사 전체 11.4 11.7 12.7 12.2 0.5

3.5 활동성 변화 추이

자기자본회전율8) 변화 추이

� ’18년 상반기 출판산업 상장사의 자기자본회전율은 0.73회로 전년동기대비 0.01회 상승한 수준 

￭ ’17년 상반기에 전반기대비 하락한 이후, ’17년 상반기부터 ’18년 상반기까지 0.72~0.73회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 ’18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상장사 전체의 자기자본회전율은 0.41회로 전년동기대비 0.02회 하락 

표Ⅱ-20 출판산업 상장사 자기자본회전율 추이

(단위：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동기대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출판 0.76 0.72 0.73 0.73 0.01

콘텐츠 상장사 전체 0.48 0.43 0.44 0.41 △0.02

7) 자본집약도 = 총자본(자본총계+부채총계)/종사자수

8) 자기자본회전율 = 매출액/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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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회전율9) 변화 추이

� ’18년 상반기 출판산업 상장사의 총자산회전율은 0.51회로 전년동기대비 0.01회 하락

￭ ’16년 하반기부터 ’17년 하반기까지 연속 하락하였으나, ’18년 상반기에는 소폭 상승 전환 

▫ ’18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상장사의 총자산회전율은 0.29회로 전년동기 수준 

표Ⅱ-21 출판산업 상장사 총자산회전율 추이

(단위：회)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동기대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출판 0.52 0.51 0.50 0.51 △0.01

콘텐츠 상장사 전체 0.32 0.29 0.30 0.29 △0.00

9)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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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만화산업

콘텐츠기업경영체감도

(CBI) 분석

1. 분석 목적 및 개요

2. 조사 대상 및 방법

3. 콘텐츠기업경영체감도(CBI) 시계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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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목적 및 개요

� ‘반기별 콘텐츠업체 실태조사’ 시에 CBI(콘텐츠기업경영체감도)10)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함께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업체들이 체감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분야별 경기 전망을 파악 

� 콘텐츠산업 분야별, 부문별(매출, 수출, 투자, 고용, 자금사정) CBI 분석을 통해 시의 적절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조사 대상 및 방법

� ‘반기별 콘텐츠업체 실태조사’는 콘텐츠산업을 구성하는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11개 세부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2,413개(’18년도 기준)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본 보고서에는 최근 10개 

분기 및 반기의 자료를 기준으로 CBI 시계열 추이를 제시 

▫ 2017년까지는 분기 단위, 2018년부터는 반기 단위로 조사 

� CBI 분석을 위한 비교 시점, 전망대상 시점, 설문항목 및 전망 평가척도(7점 척도) 

￭ (CBI의 비교 및 조사진행 시점) ’18년 8월 

￭ (CBI의 전망대상 시점) ’18년 하반기 

￭ (설문항목) 본 조사에서 사용되는 문항은 매출(매출액, 영업이익, 시장 점유율), 수출(수출액, 수출 

비율, 해외 거래처), 투자(국내외 R&D투자, 마케팅 비용, 해외투자 유치), 고용(신규 고용, 직원 규모), 

자금사정(유동비율, 운전자본) 등 크게 5개 부문별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척도) 각 설문항목에 대하여 각각 7점 척도(매우악화-악화-약간악화-변화 없음-약간호전-

호전-매우호전)로 조사하여 총점 200점으로 환산(100점 미만 : 전분기대비 악화 전망, 100점 : 보통, 

100점 초과 : 전분기대비 호전 전망) 

▫ 직접적으로 수출, 투자 실적이 없는 사업체는 동일 영위 업종의 전망을 예상하여 응답 

▫ 다음 반기 전망을 묻는 설문이지만, 조사 진행 시점의 사업체의 체감도 및 심리가 응답에 다소 반영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해석할 것에 유의 

� CBI 산출 방법 

￭ 지표별 항목 구성 : 매출(3), 수출(3), 투자(4), 고용(3), 자금사정(2) 

10) CBI(Contents Business Index)는 콘텐츠산업의 경기 동향과 전망 등을 7점 척도로 질문하여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지수화한 것이며, 이는 

사업체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포함

Ⅲ 출판･만화산업 콘텐츠기업경영체감도(CBI)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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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전망 매우

악화

악화 약간

악화

변화

없음

약간

호전

호전 매우

호전

매출 전분기대비 매출액 1 2 3 4 5 6 7

전분기대비 영업이익 1 2 3 4 5 6 7

전분기대비 시장점유율 1 2 3 4 5 6 7

수출 전분기대비 수출액 1 2 3 4 5 6 7

전분기대비 수출비율 1 2 3 4 5 6 7

전분기대비 해외거래처 1 2 3 4 5 6 7

투자 전분기대비 국내R&D투자 1 2 3 4 5 6 7

전분기대비 해외R&D투자 1 2 3 4 5 6 7

전분기대비 마케팅비용 1 2 3 4 5 6 7

전분기대비 해외투자유치 1 2 3 4 5 6 7

고용 전분기대비 정규직 고용 1 2 3 4 5 6 7

전분기대비 비정규직고용 1 2 3 4 5 6 7

전분기대비 전체직원규모 1 2 3 4 5 6 7

자금

사정

전분기대비 유동비율 1 2 3 4 5 6 7

전분기대비 운전자본 1 2 3 4 5 6 7

￭ 7점 척도의 평가 결과를 총 2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수화 

▫ 항목별 점수(0~200점) : (7점 척도 - 1) × (100/3) 

￭ 산업별 CBI 산출을 위한 항목별 가중치 : 주성분분석11)에 의한 항목별 가중치 산출 

▫ 2015년~2016년 간 실태조사의 설문 응답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 

항목 가중치

매출 매출액 증대 33.3% 22.7%

영업이익 증대 33.3%

시장점유율 증대 33.3%

수출 수출액 증대 33.3% 18.2%

수출비율 증대 33.3%

해외 거래처 증대 33.3%

투자 국내 R&D 투자 증대 25.0% 22.7%

해외 R&D 투자 증대 25.0%

마케팅비용 증대 25.0%

해외투자유치 증대 25.0%

고용 정규직 고용 증대 37.5% 13.6%

비정규직 고용 증대 25.0%

전체 직원 규모 증대 37.5%

자금

사정

유동비율 증대 50.0% 22.7%

운전자본 증대 50.0%

11) 주성분분석(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 많은 변수의 분산방식(분산 · 공분산)의 패턴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주성분을 원래 

변수의 선형결합(무게에 대한 평균점)으로서 추출하는 통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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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기업경영체감도(CBI) 시계열 분석

3.1 콘텐츠산업(전체) CBI 분석

� ’18년 하반기에는 ’16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반기대비 다소 긍정적(100 이상)으로 돌아서면서 

’18년 하반기 콘텐츠 업체들의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콘텐츠산업 종합 CBI는 101.9로 ’18년 2분기(94.2)보다 큰 폭으로 증가 

￭ ’18년 하반기에 모든 부문의 CBI가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매출 부문은 103.5로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함 

▫ 2017년까지는 분기 단위, 2018년부터는 반기 단위로 조사하여 금번 조사결과는 ‘전분기’와 비교함에 유의 

그림Ⅲ-1 콘텐츠산업 전체 부문별 CBI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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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콘텐츠산업 전체 부문별 CBI

전망 대상 시기 매출 수출 투자 고용 자금사정 (종합)

2016년 2분기 97.4 100.1 100.3 99.9 95.0 98.3

2016년 3분기 96.9 100.5 100.9 99.8 94.6 98.3

2016년 4분기 95.3 100.9 101.1 99.9 97.3 98.7

2017년 1분기 90.2 94.8 94.5 96.0 89.6 92.7

2017년 2분기 90.9 96.9 96.2 99.8 93.9 95.1

2017년 3분기 94.2 100.4 100.0 100.0 96.2 97.9

2017년 4분기 90.4 100.4 98.2 100.0 91.7 95.6

2018년 1분기 99.0 100.9 99.7 100.1 95.4 98.8

2018년 2분기 89.8 100.1 97.9 99.8 86.8 94.2

2018년 하반기 103.5 101.8 102.9 101.8 99.5 101.9

3.2 산업별 · 부문별 CBI 분석

� 출판산업 CBI 

￭ 자금사정을 제외한 매출, 수출 등 대부분의 부문은 CBI가 100을 상회하고 있어 전분기대비 ’18년 

하반기의 전망을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매출 부문은 특히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00을 상회하며 여타 부문보다 개선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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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 출판산업 부문별 CBI 추이

표Ⅲ-2 출판산업 부문별 CBI

전망 대상 시기 매출 수출 투자 고용 자금사정 (종합)

2016년 2분기 95.8 100.2 99.1 99.9 95.0 97.7

2016년 3분기 93.6 100.2 99.7 99.2 93.6 96.9

2016년 4분기 93.9 100.8 100.8 99.8 97.0 98.2

2017년 1분기 92.4 95.8 95.7 96.7 91.3 94.1

2017년 2분기 93.7 98.1 97.7 99.3 96.5 96.8

2017년 3분기 92.3 100.3 98.5 99.9 97.0 97.3

2017년 4분기 89.1 100.1 97.4 100.1 91.1 95.0

2018년 1분기 97.9 100.4 99.8 100.0 95.9 98.6

2018년 2분기 93.5 100.0 98.3 99.8 90.2 95.9

2018년 하반기 101.8 101.9 102.7 101.2 99.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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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산업 CBI 

￭ 수출과 고용을 제외한 매출, 투자, 자금사정 부문에 대해 ’18년 하반기에도 전분기대비 전반적으로 

다소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100 미만)하고 있음 

￭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 완화되거나 긍정적인 전망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 부문의 경우 ’17년 3분기부터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Ⅲ-3 만화산업 부문별 CBI 추이

표Ⅲ-3 만화산업 부문별 CBI

전망 대상 시기 매출 수출 투자 고용 자금사정 (종합)

2016년 2분기 88.8 100.1 95.6 99.9 89.8 94.2

2016년 3분기 96.5 104.0 100.3 102.8 95.1 99.3

2016년 4분기 85.7 99.7 97.5 100.8 91.8 94.4

2017년 1분기 84.5 95.6 92.0 98.7 84.5 90.2

2017년 2분기 73.7 94.8 86.6 100.0 78.0 85.1

2017년 3분기 77.1 100.3 91.3 99.5 79.7 88.2

2017년 4분기 77.9 100.8 92.5 99.2 80.1 88.8

2018년 1분기 82.0 101.3 92.9 100.0 82.6 90.6

2018년 2분기 78.3 99.5 93.0 99.8 79.4 88.7

2018년 하반기 92.3 101.3 98.8 100.6 92.3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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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1. 국내동향

2.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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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동향

� 2018년 출판시장 키워드는 ‘여성, SNS, 자기표현, 위로’

￭ 교보문고가 집계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및 결산’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판매권수 및 판매액이 다소 상승한 가운데, 아동, 시 · 에세이, 소설 등 문학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짐

￭ 주 구매층은 여성(61%)으로 남성보다 막강한 구매력을 보였으며, 특히 40대 여성이 전체 시장의 

20%를 차지해 출판시장의 핵심 소비층으로 나타남. 이는 자신을 위한 도서 뿐 아니라, 자녀용 도서 

구매가 더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짐

￭ 상반기 최다 판매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으로 2위 ‘82년생 김지영’과 함께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여성 권익, 자기 보호에 대한 주제가 관심을 받음. 또한 SNS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개인 SNS 계정의 글을 엮은 책이 주목을 받았는데, 하태완의 ‘모든 순간이 너였다’는 종합 판매 3위를 

차지함. 지난 해 만화 속 고전 캐릭터 명대사에서 삶의 교훈과 위로를 전하면서 20-30대 여성독자의 

사랑을 받은 ‘빨간머리 앤’에 이어 나온 ‘곰돌이 푸’ 역시 긍정적 반응을 얻으며 전체 판매 4위에 오름

� 매체 및 기술 다변화로 출판업계 매체 변화에 주력, 전자책 이어 오디오북 주목

￭ 국제출판협회(IPA) 회장 콜만은, 전 세계적으로 책 읽는 독자 규모는 감소하지만, SNS 등 텍스트 소비층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이 시대 출판산업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 특히 최근 전자책이 주춤한 가운데 오디오북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며, 영화산업 등 한국의 발전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앞선 기술력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함 

￭ 네이버의 유료 오디오북 서비스 ‘듣는 소설’의 베타버전이 오픈 후 한달 만에 5천권을 돌파했으며, 

무료 대여 이벤트에 참여한 사용자를 포함하면 4만 명 이상이 오디오북 서비스를 체험함.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네이버는 다양한 출판사와 협업해 유 ·무료 오디오북 콘텐츠를 확대, 연내 정식 오픈할 계획임

� 해외 시장 내 웹툰 한류 가속화, K팝 다음으로 K웹툰 본격 시동

￭ 2013년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출시한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올해 1분기 미국 구글플레이 만화앱 

부문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함. 국내 웹툰 플랫폼이 미국 마블 · DC 및 일본 소년점프까지 따돌리고 1위를 

한 것은 사상 처음임. 레진코믹스는 타 웹툰 플랫폼과 다르게 드라마나 액션 뿐 아니라 판타지 ·브로맨스

·공상과학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으며, 온 ·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현지 팬들과 소통을 강화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함 

￭ 한국 웹툰 성장세에 힘입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의 국내외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됨. 네이버 

웹툰은 7월 26일 일본 라인망가(라인만화)를 운영하는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에 투자 및 업무제휴를 

결정했으며, 곧 웹툰 지적재산권(IP)를 영화화하는 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카카오가 운영하는 일본 

웹툰 앱 ‘픽코마’ 역시 픽코마 TV를 출시해 웹툰과 영상의 시너지를 계획함 

Ⅳ 출판･만화산업 주요 이슈

user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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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동향

� 미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오디오북 시장

￭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의 오디오북 시장은 전년대비 18% 성장한 21억 달러 

(약 2조 3,600억 원)을 넘어섬. 전체 출판시장의 약 10% 규모로 2014년 이후 하락세인 전자책 시장을 

추월할 기세임. 이러한 성장세를 반영하듯 거대 출판그룹 펭귄랜덤하우스가 모든 신간의 오디오북 

제작 출시를 추진함

￭ 미국 APA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오디오북 시장은 아마존 오더블과 스크리브드가 점유율 1,2위를 

차지함. 아마존 오더블은 오프-온라인 연계가 강점으로, 32만 5,000개 오디오북 타이틀을 제공하며, 

집에 혼자 남은 강아지를 위한 오디오북까지 존재함. 스크리브드는 주로 B2C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며, 오디오북 제작솔루션을 보유한 ‘파인드어웨이’를 통해 유통함. 이와 별개로 월마트는 일본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의 캐나다 자회사 ‘라쿠텐 코보’와 함께 월마트 전용 e북을 출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마존보다 저렴한 9.9달러의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임 

￭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성장세가 확연한 시장임. 중국 빅데이터 분석업체 애널리시스이관 보고서에 

따르면 ‘히말라야 FM’이 2017년 10월 기준, 월간 이용자 약 3,566만 명으로 가장 큰 규모의 오디오북 

플랫폼으로 나타남. 히말라야 FM은 오픈 플랫폼을 표방해 자유롭게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 배포할 수 

있으며, 2017년 10월 기준 500만 오디오북 제작팀이 활동함

� 아마존 오디오북 오더블, 뉴욕 미네타 레인(Minetta Lane) 극장과 파트너십 결정

￭ 아마존 오더블은 좀더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위해 뉴욕 Minetta Lane 극장과 파트너십을 맺음. 

Minetta Lane은 391석 규모의 극장으로 오더블 제공 콘텐츠를 연극으로 창조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임

￭ 오더블은 오디오북 콘텐츠를 라이브 쇼로 제작해 Minetta Lane 극장에서 공연하고, 이것을 다시 

녹음하여 팟캐스트(Pod cast)로 제공하는 등 ‘듣는 행위’의 즐거움을 다각화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또한 신예 극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5백만 달러 기금을 투입하는 등 출판 업계 내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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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부
록

1. 상장사 재무분석표

표 부록Ⅰ-1 출판산업 상장사 자산증가율 변화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웅진씽크빅 0.9% 0.9% 4.5% 0.8% △0.0%p

대교 2.8% 2.0% △0.5% △2.6% △4.6%p

인터파크 6.6% △9.1% 7.1% 18.5% 27.7%p

비상교육 14.6% △6.8% 10.5% △9.9% △3.1%p

예스24 9.8% △0.0% 8.2% △5.5% △5.4%p

NE능률 19.5% △3.2% 26.0% 2.4% 5.5%p

삼성출판사 0.7% △0.3% 0.9% △2.6% △2.4%p

예림당 △2.2% 2.1% 2.7% 1.3% △0.8%p

이퓨처 2.5% △5.0% △2.8% 2.5% 7.6%p

미스터블루 7.7% 1.7% 5.6% 4.4% 2.7%p

디앤씨미디어 - - - 11.0% -

출판･만화산업 4.7% △0.6% 4.2% 1.0% 1.6%p

콘텐츠산업 7.9% 5.1% 19.4% 1.4% △3.7%p

표 부록Ⅰ-2 출판산업 상장사 투자증가율 변화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웅진씽크빅 8.8% 2.2% 6.6% 2.4% 0.2%p

대교 27.1% 11.2% 37.0% △1.6% △12.8%p

인터파크 1.6% 2.6% 8.5% △3.3% △5.9%p

비상교육 25.0% 7.1% 25.8% 3.2% △4.0%p

예스24 5.7% 55.6% 76.7% 2.6% △53.0%p

NE능률 29.8% 9.6% 22.2% 14.4% 4.8%p

삼성출판사 14.3% 3.3% 8.8% 0.2% △3.0%p

예림당 10.8% 2.5% 4.4% 0.1% △2.5%p

이퓨처 18.4% △7.6% △16.0% 17.4% 25.0%p

미스터블루 114.7% 7.2% 17.5% 7.5% 0.3%p

디앤씨미디어 - - - 1.4% -

출판･만화산업 19.2% 10.9% 26.5% 1.1% △9.8%p

콘텐츠산업 37.5% 4.6% 30.6% 4.4% △0.2%p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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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Ⅰ-3 출판산업 상장사 사내유보율 변화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웅진씽크빅 124.4% 129.9% 137.7% 140.4% 10.5%p

대교 508.5% 518.4% 522.7% 535.6% 17.3%p

인터파크 142.9% 145.3% 147.6% 138.4% △7.0%p

비상교육 320.5% 318.8% 335.8% 320.0% 1.2%p

예스24 187.1% 188.9% 180.1% 174.0% △14.8%p

NE능률 226.2% 247.5% 228.9% 183.0% △64.5%p

삼성출판사 209.5% 208.1% 211.2% 203.9% △4.2%p

예림당 147.5% 153.6% 153.5% 154.9% 1.3%p

이퓨처 175.9% 177.6% 169.9% 171.3% △6.4%p

미스터블루 109.2% 113.8% 116.7% 120.7% 6.9%p

디앤씨미디어 - - - 133.7% -

출판･만화산업 238.4% 244.3% 249.3% 243.0% △1.3%p

콘텐츠산업 207.1% 212.9% 210.7% 213.3% 0.4%p

표 부록Ⅰ-4 출판산업 상장사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웅진씽크빅 5.6% 4.4% 6.6% 3.6% △0.8%p

대교 6.3% 6.3% 6.2% 5.8% △0.4%p

인터파크 3.7% 5.0% 1.7% △0.8% △5.8%p

비상교육 37.2% 11.0% 28.1% △13.8% △24.8%p

예스24 0.9% 1.6% △0.3% △0.6% △2.2%p

NE능률 17.6% 6.5% 3.2% △14.4% △20.9%p

삼성출판사 3.2% 2.3% 1.0% △5.4% △7.6%p

예림당 15.8% 10.2% 3.9% 6.6% △3.6%p

이퓨처 △1.0% 4.4% △9.7% △1.3% △5.7%p

미스터블루 18.6% 14.2% 3.6% 8.1% △6.1%p

디앤씨미디어 - - - 21.7% -

출판･만화산업 7.6% 5.0% 5.9% 1.9% △3.2%p

콘텐츠산업 11.2% 11.2% 13.2% 11.3%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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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Ⅰ-5 출판산업 상장사 자산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웅진씽크빅 3.4% 2.7% 3.9% 2.1% △0.5%p

대교 2.9% 2.9% 2.8% 2.7% △0.3%p

인터파크 1.9% 2.5% 0.8% △0.3% △2.9%p

비상교육 12.5% 2.6% 9.1% △3.2% △5.8%p

예스24 1.0% 1.8% △0.4% △0.8% △2.6%p

NE능률 7.3% 2.1% 1.2% △6.1% △8.3%p

삼성출판사 1.0% 0.6% 0.3% △1.5% △2.2%p

예림당 3.3% 1.6% 0.6% 0.8% △0.7%p

이퓨처 △0.2% 0.9% △2.1% △0.3% △1.2%p

미스터블루 7.2% 5.6% 1.3% 2.8% △2.8%p

디앤씨미디어 - - - 8.5% -

출판･만화산업 4.0% 2.6% 3.0% 0.9% △1.6%p

콘텐츠산업 3.5% 3.3% 4.0% 3.3% △0.0%p

표 부록Ⅰ-6 출판산업 상장사 자본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웅진씽크빅 6.2% 4.7% 6.8% 3.7% △0.9%p

대교 3.6% 3.6% 3.4% 3.2% △0.4%p

인터파크 5.5% 6.8% 2.3% △1.2% △8.0%p

비상교육 15.1% 2.9% 10.7% △3.6% △6.6%p

예스24 2.3% 4.2% △1.0% △2.0% △6.2%p

NE능률 9.4% 2.6% 2.0% △10.3% △12.9%p

삼성출판사 1.1% 0.7% 0.3% △1.7% △2.4%p

예림당 3.6% 1.7% 0.7% 0.9% △0.8%p

이퓨처 △0.3% 1.1% △2.5% △0.4% △1.5%p

미스터블루 9.3% 7.0% 1.7% 3.6% △3.4%p

디앤씨미디어 - - - 9.8% -

출판･만화산업 5.7% 3.6% 4.3% 1.4% △2.3%p

콘텐츠산업 5.4% 4.8% 5.8% 4.7%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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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Ⅰ-7 출판산업 상장사 부채비율 변화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웅진씽크빅 81.8% 75.6% 76.3% 74.4% △1.2%p

대교 22.5% 22.8% 21.8% 20.0% △2.8%p

인터파크 184.0% 168.9% 212.2% 230.6% 61.8%p

비상교육 21.0% 13.3% 18.6% 13.5% 0.2%p

예스24 134.6% 127.5% 153.3% 158.0% 30.5%p

NE능률 30.2% 21.4% 62.4% 67.7% 46.3%p

삼성출판사 11.4% 11.7% 11.2% 11.8% 0.1%p

예림당 8.8% 7.3% 10.2% 10.7% 3.4%p

이퓨처 25.8% 18.1% 19.3% 21.9% 3.8%p

미스터블루 28.7% 24.8% 28.7% 30.9% 6.1%p

디앤씨미디어 - - - 15.3% -

출판･만화산업 44.7% 41.1% 45.6% 45.2% 4.0%p

콘텐츠산업 52.6% 46.9% 46.0% 43.5% △3.4%p

표 부록Ⅰ-8 출판산업 상장사 유동비율 변화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웅진씽크빅 161.8% 170.9% 158.4% 163.5% △7.3%p

대교 244.0% 222.5% 240.9% 272.3% 49.8%p

인터파크 104.7% 102.9% 101.0% 95.6% △7.4%p

비상교육 286.6% 413.1% 317.6% 408.0% △5.1%p

예스24 111.4% 113.5% 100.4% 84.6% △28.9%p

NE능률 335.7% 476.8% 190.9% 189.4% △287.4%p

삼성출판사 938.0% 925.8% 922.3% 826.2% △99.7%p

예림당 300.0% 453.2% 307.2% 344.7% △108.5%p

이퓨처 530.6% 1,339.0% 1,102.7% 852.2% △486.9%p

미스터블루 181.9% 200.3% 184.0% 193.8% △6.5%p

디앤씨미디어 - - - 749.2% -

출판･만화산업 181.2% 186.7% 172.0% 176.0% △10.7%p

콘텐츠산업 181.2% 193.1% 205.2% 206.7% 1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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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Ⅰ-9 출판산업 상장사 자기자본비율 변화 추이

 

(단위: %, %p)

구분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웅진씽크빅 55.0% 56.9% 56.7% 57.3% 0.4%p

대교 81.6% 81.4% 82.1% 83.3% 1.9%p

인터파크 35.2% 37.2% 32.0% 30.2% △7.0%p

비상교육 82.7% 88.3% 84.3% 88.1% △0.1%p

예스24 42.6% 44.0% 39.5% 38.8% △5.2%p

NE능률 76.8% 82.4% 61.6% 59.6% △22.7%p

삼성출판사 89.8% 89.5% 89.9% 89.4% △0.1%p

예림당 91.9% 93.2% 90.8% 90.3% △2.9%p

이퓨처 79.5% 84.7% 83.8% 82.0% △2.6%p

미스터블루 77.7% 80.1% 77.7% 76.4% △3.7%p

디앤씨미디어 - - - 86.8% -

출판･만화산업 69.1% 70.9% 68.7% 68.9% △2.0%p

콘텐츠산업 65.5% 68.1% 68.5% 69.7% 1.6%p

표 부록Ⅰ-10 출판산업 상장사 1인당 평균매출액 변화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하반기

(전반기대비)

상반기

(전반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웅진씽크빅 1.76 1.76 1.25 1.37

△0.6% △0.3% △29.0% 9.8% △22.1%

대교 1.53 1.56 1.46 1.47

△0.7% 2.3% △6.6% 1.1% △5.6%

인터파크 2.88 1.81 0.99 1.70

7.1% △37.3% △45.1% 72.0% △5.6%

비상교육 1.34 0.86 1.28 0.86

34.3% △35.8% 48.4% △32.9% △0.4%

예스24 4.88 4.82 5.06 5.54

5.2% △1.1% 5.1% 9.5% 15.0%

NE능률 1.12 0.80 0.64 0.74

30.4% △28.3% △20.2% 15.4% △7.9%

삼성출판사 1.49 1.16 1.11 0.81

△2.2% △21.8% △4.2% △27.0% △30.0%

예림당 1.86 1.12 1.31 1.02

△6.4% △39.7% 17.5% △22.3% △8.7%

이퓨쳐 0.98 0.87 0.88 0.94

9.1% △10.8% 0.8% 6.8% 7.7%

미스터블루 1.35 1.26 1.12 1.02

3.6% △6.2% △11.7% △9.0% △19.6%

디앤씨미디어 - - - 3.30

- - - - -

출판산업 1.86 1.72 1.46 1.56

3.3% △7.1% △15.4% 6.9% △9.5%

콘텐츠산업 3.60 3.42 3.84 3.51

8.1% △5.0% 12.2% △8.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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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Ⅰ-11 출판산업 상장사 자본집약도 변화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웅진씽크빅 2.91 2.92 2.14 2.35 △0.57

대교 3.28 3.33 3.24 3.21 △0.12

인터파크 5.51 3.54 2.25 3.75 0.20

비상교육 3.98 3.65 3.97 3.70 0.04

예스24 4.26 4.11 4.49 4.40 0.29

NE능률 2.72 2.42 1.71 1.74 △0.68

삼성출판사 4.89 4.13 3.47 2.89 △1.23

예림당 8.83 7.25 8.62 8.02 0.77

이퓨처 4.74 4.05 4.10 4.20 0.15

미스터블루 3.47 3.21 2.97 2.98 △0.22

디앤씨미디어 - - - 8.45 -

출판･만화산업 3.54 3.38 2.90 3.09 △0.29

콘텐츠산업 11.43 11.68 12.65 12.20 0.52

표 부록Ⅰ-12 출판산업 상장사 자기자본회전율 변화 추이

 

(단위: 회)

구분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웅진씽크빅 1.10 1.06 1.03 1.02 △0.04

대교 0.57 0.58 0.55 0.55 △0.02

인터파크 1.48 1.37 1.37 1.50 0.13

비상교육 0.41 0.27 0.38 0.26 △0.00

예스24 2.69 2.67 2.86 3.25 0.58

NE능률 0.54 0.40 0.61 0.71 0.31

삼성출판사 0.34 0.32 0.36 0.31 △0.00

예림당 0.23 0.17 0.17 0.14 △0.02

이퓨처 0.26 0.25 0.26 0.27 0.02

미스터블루 0.50 0.49 0.48 0.45 △0.05

디앤씨미디어 - - - 0.45 -

출판･만화산업 0.76 0.72 0.73 0.73 0.01

콘텐츠산업 0.48 0.43 0.44 0.41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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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Ⅰ-13 출판산업 상장사 총자산회전율 변화 추이

 

(단위: 회)

구분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증감

웅진씽크빅 0.61 0.60 0.58 0.58 △0.02

대교 0.47 0.47 0.45 0.46 △0.01

인터파크 0.52 0.51 0.44 0.46 △0.05

비상교육 0.34 0.24 0.32 0.23 △0.00

예스24 1.15 1.17 1.13 1.26 0.09

NE능률 0.41 0.33 0.38 0.43 0.09

삼성출판사 0.30 0.28 0.32 0.28 △0.00

예림당 0.21 0.15 0.15 0.13 △0.03

이퓨처 0.21 0.22 0.21 0.22 0.01

미스터블루 0.39 0.39 0.38 0.34 △0.05

디앤씨미디어 - - - 0.39 -

출판･만화산업 0.52 0.51 0.50 0.51 △0.01

콘텐츠산업 0.32 0.29 0.30 0.29 △0.00



53

부
록

2. 상장사 매출구조 분석12)

� 웅진씽크빅 

￭ 웅진씽크빅은 출판, 교육서비스 기업으로서 학습지, 전집류, 아동 및 성인 단행본 등 출판 및 교육서비스 

영역 전반에 걸친 제품 판매와 고객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임 

￭ 동사의 ’18년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6% 증가 

￭ 동사의 ’18년 상반기 매출은 주력 사업인 학습관리 부문(회원제 학습지 등)이 전년동기대비 1.4%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그 외 사업부문이 모두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를 가져옴

<웅진씽크빅> (2018년 상반기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2017년 2018년 전체대비

비중

전년동기

대비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국내교육

서비스

및

출판사업

교육문화

사업본부

(학습관리)

회원제 학습지,

홈스쿨 서비스,

북클럽 등

209,972 207,772 206,933 65.2% △1.4%

미래교육

사업본부

(독서관리)

전집류 및 교구, 

북클럽 등

86,400 91,629 93,649 29.5% 8.4%

기타 

사업부문

단행본 출판 등 8,062 9,518 10,591 3.3% 31.4%

영어 교육사업 ELT 영어학습교재 및 

온라인 다독 프로그램 등

4,971 6,081 6,406 2.0% 28.9%

기타  사업 연결조정 및 중단영업 △84 △12 △64 △0.0% 23.8%

합   계 309,321 314,987 317,515 100.0% 2.6%

12) 상장사의 대부분이 연결기준으로 분야별 매출액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문의 상장사 분석에 사용한 매출 및 수출 실적은 상장사별로 각각 연결 

및 비연결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부록에서 다룬 각 상장사별 분야별 매출 및 수출 실적은 본문 상의 매출 및 수출 실적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부록의 수치는 각 상장사의 분야별 매출구조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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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

￭ 대교는 교육 · 문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학습지의 출판,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 문화기업으로서 눈높이교육사업을 비롯한 유아교육사업, 교육출판사업, 학원사업, 

홈스쿨사업 등 다양한 제품 및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을 영위 

￭ 동사의 ’18년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7% 감소 

￭ 전체 매출에서 94.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교육서비스 및 출판사업 부문이 전년동기대비 5.7% 

감소하여 전체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감소

<대교> (2018년 상반기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2017년 2018년 전체대비

비중

전년동기

대비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국내 국내교육서비스 및 출판사업 394,588 374,358 372,213 94.1% △5.7%

교육기관사업 14,735 15,903 15,498 3.9% 5.2%

해외 해외교육사업 10,965 10,268 10,160 2.6% △7.3%

기타 △5,178 △3,436 △2,205 △0.6% 57.4%

합   계 415,110 397,093 395,666 100.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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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24

￭ 예스24는 온라인 도서유통을 발판으로 음반, DVD, 기프트상품, 영화/공연의 티켓예매서비스, 

eBook/e러닝 등의 다양한 문화상품의 판매 및 유통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1999년 창사이래 

현재까지 다수의 누적 회원 수를 보유한 인터넷 전문 쇼핑몰을 운영. 전자책 플랫폼의 개발과 시장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도 앞서고 있어, 전용 단말기의 보급 및 애독자층 확보가 동사의 장점으로 작용 

￭ 동사의 ’18년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 

￭ 동사의 매출은 모두 내수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전체 매출에서 내수 상품매출이 94.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예스24> (2018년 상반기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2017년 2018년 전체대비

비중

전년동기

대비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수출 상품매출 - - - - -

제품매출 - - - - -

대행매출 - - - - -

기타 - - - - -

소계 - - - - -

내수 상품매출 209,162 218,171 241,546 94.1% 15.5%

제품매출 - - - - -

대행매출 - - - - -

기타 12,405 17,062 15,250 5.9% 22.9%

소계 221,567 235,233 256,796 100.0% 15.9%

합  계 221,567 235,233 256,796 100.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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