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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럽] 유럽의 만화시장 규모

□ 유럽은 다른 국가들보다 인쇄만화의 시장 지배력이 여전히 크다. 세계 만화 시장에 불어닥친 디지

털 바람으로 인쇄만화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

가별 만화・웹툰 산업의 특징은 프랑스에서는 장기적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예술성 있는 만화를 

선호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신문 가판대가 만화 판매의 중심이기 때문에 신문에 들어가는 짧은 인쇄

만화를 선호한다. 독일은 최근 여성 만화가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만화 산업의 확장기

를 맞이하고 있다.

  ○ 2017년 이탈리아 출판 시장의 규모는 3,104억 유로로 2016년에 비해 4.5% 증가했다. 출판 

시장의 위기 이후, 이탈리아 서적 출판은 확실히 더 국제적이고 포괄적인 출판물이 나오기 시작

했다.

  ○ 2017년 주요 지표이며 2018년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활성 출판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적어

도 4,902개의 출판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7년 이탈리아 출판사는 72,059개의 

출판물을 발표했으며, 전자책을 제외하고 2016년과 비교하여 9.2% 가량 증가하였다. 반면 전자

책 생산량은 감소하여 전년 대비 15.9% 줄어들어 6,419개(13.7%)로 기록되었다. 2010년 이

후 전자책 성장세가 처음으로 줄어든 해이다.

<이탈리아 출판 시장 규모>
(단위 : 억 유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Usat 120.2 129.8 139.8 141.1 149.2 152.9 160.5

b2b, export 151.0 120.4 111.0 110.0 118.5 119.8 123.7

Rateale, STM, 

collezionabilli
662.7 520.2 404.0 345.0 327.0 306.6 275.0

Digitale

(ebook, sanche dati, 

servizi Web)

163.3 185.8 210.6 238.5 279.0 322.0 343.5

Educativo 649.3 654.9 620.0 650.0 687.2 700.9 722.1

Altro trade 56.8 52.3 51.6 52.3 53.1 56.7 57.8

Trade di varia 1,432.5 1,317.9 1,238.2 1,191.5 1,202.0 1,192.0 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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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www.aie.it(이탈리아 출판협회), Rapporto 2018_La Sintesi(2018년 이탈리아 출판 현황 보고서))

  ○ 2017년 프랑스 출판 시장의 규모는 약 2억 유로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출판 서적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2016년 대비 대학 전공서적의 시장규모가 33.92% 증가하면서 급격한 

상승률을 보인다.

<프랑스 출판 시장 규모>
(단위 : 유로)

구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가율

Grand public(대중 서적) 15,988,172 17,324,809 1.41%

Littérature(문학 서적) 24,012,951 25,401,174 4.22%

Scolaire(스칼라 서적) 6,112,923 8,461,641 2.24%

Professionnelet Universitaire(전공 서적) 137,594,934 150,540,092 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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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s://www.sne.fr(프랑스 출판협회), 프랑스 출판협회 연례보고서(2017-2018))

<E-book 독자 대상 디바이스 사용율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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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s://www.sne.fr(프랑스 출판협회), 프랑스 출판협회 연례보고서(2017-2018))

  ○ 2017년도 스웨덴 출판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적인 출판 시장을 통한 매출이 1% 감소했지만 오

디오 북과 같은 틈새 채널이 포함될 경우 4.2 %의 증가로 스웨덴 출판 시장에서 흥미로운 진화

를 보였다. 그 외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온라인 서점과 북 클럽이 5% 증가하면서 실제 서점의 

매출이 4.5 % 감소하였고, 아동 및 청소년 문학 판매가 3.6% 증가했다. 도서 판매의 평균 소

매 가격은 2016년에 123%에서 125%로 약 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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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출판 시장 규모>
(단위 : 억 유로)

구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가율

Skönlitteratur(소설) 511,820 486,924 -4.9%

Deckare och spänning(가판대 잡지) 442,215 445,175 +0.7%

Utländsk litteratur(외국 도서) 550,654 551,462 +0.1%

Barn och ungdom(어린이/청소년 도서) 601,254 622,919 +3.6%

Humaniora(인문학 도서) 537,653 580,302 +7.9%

Populär facklitteratur(대중문학) 413,041 386,852 -6.3%

Facklitteratur(논픽션 도서) 335,392 330,347 -1.5%

Mat och dryck(식품/음료 도서) 152,654 152,700 0.0%

Okänd artikel(미확인 기사) 108,660 96,279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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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s://www.internationalpublishers.org/(국제출판협회), 2017 스웨덴 출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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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럽] 유럽의 출판 및 웹툰 현황

□ (출판 만화 동향) 영국의 만화시장은 하락세로 평가되면서 대형 출판사들과 소규모 독립 출판사들

이 공존하는 상황, 이탈리아의 전자책 시장은 다소 위축되는 상황이며, 스페인의 전통 내수출판시

장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별 최신 출판물>

국    가 내    용

영국

DC Thomson shop에서 정기구독 가능한 

인쇄만화 ‘코만도(Commando)'

Marvel Comics UK에서 2018년 5월 출시된 

‘더 퍼니셔(The Punisher)‘

이탈리아

Sergio Bonelli Editore의

TEX MAGAZINE 70 ANNI

RW edizioni의 DC COMICS LE GRANDI 

STORIE DEI SUPEREROI

– Batman: la gatta e il pipistr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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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웹툰 플랫폼 현황) 유럽은 아직 만화의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프랑

스의 델리툰(http://www.delitoon.com/) 정도가 유럽의 대표 웹툰 플랫폼이며 그 외에는 개인 

블로그 형태로 작가가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 유럽 웹툰 플랫폼 >

사이트명 서비스형태 특징

델리툰(프랑스)

www.delitoon.com
유/무료

• 현재 이용자 수는 12만 명

• 유료 전환율은 11%

• ARPU(사용자당 평균 매출, Average Revenue Per User) : 약9유로

HONEY BLOOD ADONIS

Ⅲ [유럽] 만화 및 웹툰의 한국 작품 진출 현황

□ 이탈리아의 ‘루카 코믹스 앤 게임즈2017’에 출품한 레진코믹스 웹툰 ‘킬링 스토킹’은 종이책으로 

스페인

Norma의 EL ASOMBROSO MUNDO DE 

GUMBALL 06
ECC Ediciones의 BATMAN NÚM. 01

https://www.dcthomsonshop.co.uk/subscriptions/comics/commando-comics-subscription,

https://www.comixology.co.uk/The-Punisher-2016-2018-225/digital-comic/654166?ref=c2l0ZS9saXN0L2Rlc2t0b3AvZ3JpZExpc3QvbGlzdDIwNDQ3,

http://shop.sergiobonelli.it/tex/2018/08/21/albo/tex-magazine-70-anni-1003319/,

http://www.rwedizioni.it/negozio/le-grandi-storie-dei-supereroi/batman-la-gatta-e-il-pipistrello-eaglemoss/,

https://www.normacomics.com/el-asombroso-mundo-de-gumball-06.html,

https://www.ecccomics.com/comic/batman-num-01-9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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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하여 출간 첫 주 아마존 이탈리아에서 만화부문 주간 베스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이탈리아 현

지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https://www.lezhin.com/ko/comic/killstalk

□ 한국시사만화협회는 프랑스 쌩-쥐스트-르-마르텔 국제시사만화살롱의 초청을 받아 <한반도의 평

화> 특별전을 개최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 전시에는 권범철 <한

겨레> ‘그림판’ 작가를 비롯해 조기영(서울신문), 최민(민중의 소리), 김용민(경향신문) 등 현직 

시사만화가와 석정현, 이리건 등 만화가 25명의 작품 40점을 선보였으며, 한반도가 늘 전쟁의 가

능성이 있는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을 깨는 계기가 만들 수 있었다.

< 한국시사만화가 특별전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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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북페어에서 성황인 한국 웹툰) 노블레스의 인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지는데, 

특히 해외의 웹툰에서 보기 힘든 완성도 높은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들에 대한 찬사가 넘쳐나

고 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등 해외 유수 도서전에서 노블레스 주인공들의 코스프레를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외 독자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 네이버 웹툰 ‘노블레스’ >

(자료 : https://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25455&week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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