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전자출판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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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외 종이책 출판시장 현황 및 규모

해 외 국 내

(단위:억불)

(4,047) (3,958) (3,978) (4,021) (4,152) (4,272)

CAGR
(‘09~’14)

1.0%

0.6%

1.0%

27.2%

(1.1%)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1)

▶ 전 세계 출판업계 성장 둔화 (CAGR(‘09~’14)  :  1.1%)

- 도서, 신문, 잡지 모두 성장세를 포착할 수 없고,
성장 정체현상을 겪고 있음

▶ 반면, 전자책 시장은 급성장 (CAGR : 27.2%)

- 스마트 폰, Tablet PC 보급확산에 따른 영향세

▶ 국내 출판업계의 성장은 혼조세
- 뚜렷한 성장세, 하락세가 없음

▶ But, 주목할 점은 최근 3개년(’09~’11) CAGR이
1.6%에 불과함

- 국내 출판업계 역시 성장 정체상황임

(단위:백억원)

(출처 : 2012년 콘텐츠 산업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 한화증권리서치)

국내·외 출판업계는 공통적으로 약 1%의 성장세로 정체현상을 겪고 있으나, 전자책 시장은 급성장 추세

(예상) (예상)
(2.9) (8.6)(전자책 매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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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외 종이책 출판시장 현황 및 규모

<출판 시장 감소 원인>

국내 독서 인구와 도서구입비 감소 등 출판업계 불황의 주요 원인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기인한 독서 인식 변화

독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출처 : 2011 콘텐츠산업통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환경의 변화

1930 2000 2007 ~

TV 출현

인터넷 출현

스마트 폰, Tablet PC 출현

……

▶ 개인 미디어 시대 도래

개인 미디어
시대 도래

독서습관
부족

▶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 경험 가능

- 스마트 폰, Tablet PC 보급 확산에 따라 쉽고,

빠르게 컨텐츠/미디어 채널 접속 가능 (정보 획득)

▶ 전자책(e-Book) 수요 증가

- 국내 전자책 시장규모 : 299억(‘10)

→ 863억억원(‘11)

▶ 다양한 미디어 노출에 따른 독서량 감소
- 독서율 추이 (1권/月 이상 독서 유무)

→ 성인 : 86.8%(‘94) → 66.8%(‘11) / 20.0%p ↓

→ 학생 : 97.6%( 〃) → 83.8%( 〃) / 13.8%p ↓

(출처 : 2011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화증권리서치)

EX) 독서분야의 대부분이

종이책 기준 : 문학 성인 26%, 중고생 31%

전자책 기준 : 무협판타지 성인 42%, 중고생 44%

소비의
개념으로

변화

▶ 책읽을 시간이 없다. 성인/학생의 50% 이상이...

공부/일 때문에 바쁘다.

다른 여가활동으로 인해 할 시간이 없다.

▶ 취미 활동 중심의 소장, 소유 개념

-> 다양한 미디어 노출로 인한 시간 때우기

소비 개념으로 변화

서비스
개념으로

변화

▶ "책"이라는 상품을 매매하는 것에서,
-> 정보 서비스 개념으로 변화

서비스
개념으로

변화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처 미비

종이책 -> 전자책

상품DB, 가격, 배송 -> 상품, 가격, 구매편의성

책이 없다, 비싸다, 복잡하다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6530
http://shopping.naver.com/detail/detail.nhn?query=%EC%8A%A4%EB%A7%88%ED%8A%B8TV&cat_id=40009492&nv_mid=5745863349&frm=NVSC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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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전자 출판시장 현황 및 규모

▶ 세계 전자책 시장 규모

2011년 2012년 예상

약 38억 달러
(약 3조 3,000억원)

약 51억 달러
(약 5조 1,000억원)

2013년 예상

약 66억 달러
(약 6조 6,000억원)

미국 전자책
시장 규모

2011년 2012년 예상 2013년 예상

약 24.88억 달러 약 29.84억 달러 약 34.47억 달러

▶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

2011년 2012년 예상

약 863억원 약 1,726억원

2013년 예상

약 2,335억원

비 고

단말기 판매매출

제외

(자료출처: PWC)

(자료출처: 한화증권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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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전자 출판시장 현황 및 규모

▶ 2011년 국내외 전자책 시장 비교

▶ 전자책 시장 현황

1) 미국 아마존의 2011년 도서 판매 중 전자책 매출비율이 50% 이상

2) 아마존 신규 출간된 도서 중 약 90%가 전자책으로도 함께 출시

3) But 미국 2011년 전체 도서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구 분 미 국 국 내 비 고

시장규모 약 2.5조원 약 863억원 약 29배 규모

자국 도서 시장
전자책 점유율 약 10% 약 4% 국내 : 전자책 유통

인터넷 서점 기준

전체 도서 중
전자책 비율 약 90% 약 50%

- 미국: 뉴욕타임즈 발표,
아마존 신규 출시
상위 20위 도서 기준

- 국내: 대교리브로 신규 출시
상위 20위 도서 기준

(자료출처: 아마존 발표자료, PWC)

(자료출처: 아마존 발표자료, PWC, 한화증권, 대교리브로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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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전자 출판 시장의 환경/특징

전자 출판 환경

1) 주요 전자책 관련 업체

- 한국 이퍼브: YES24, 알라딘, 대교리브로,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인터넷 서점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전자책 제작/유통 법인

- 한국 출판컨텐츠(e-KPC): 문학동네, 민음사 등 총 300여개 출판사가 공동 설립한 전자책 제작/유통 법인

2) 전자책 단말기

- 미라솔(교보), 비스킷(인터파크), 스토리K(아이리버), 크레마(이퍼브) 등의 전용 단말기 판매 중

- 교보, 리디북스, 인터파크, 북큐브 등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출시 중이며, 구글은 리디북스와 제휴하여 국내 시장 진출

- 2011년까지 판매된 전자책 단말기 총 수량은 업계추정 약 3만대

3) 제작 및 유통 형태

- 유통사: 인터넷 서점을 중심으로 한 일부 유통 업체가 주도적으로 출판물 전송권을 확보하여 전자책 제작 및 유통

- 출판+유통사: 출판 및 유통 사업자가 연합하여 출판사가 제작한 전자책을 유통사 회원에게 우선 공급

- 출판->유통사: 출판 사업자가 주도하여 전자책을 제작해서 전문 유통 사업자에 공급

- 통신사: 다양한 출판 및 유통사와 제휴하여 컨텐츠를 공급받아 유통

국내 출판사 전자책 진출 현황

1) 국내 출판사의 전자책 시장 참여율은 13.9%

2) 전자책 판매가 총 매출의 1% 이상 차지하는 출판사는 전체 3.8%

3) 전자책을 출판사 내부에서 제작하는 출판사는 전체 16%이며,

유통사 61%, 외부제작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20%

* 지난 3년간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실적이 있는 504개사 기준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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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전자책 시장의 문제점

1. 출판 시장의 문제

독자층

인식 문제

- 취미 독서 인구의 감소 : 대부분 30대 이상으로 소장용 종이책 선호

- 소장용 상품에서 소비용 서비스로의 변화 대처 미흡

: 기성세대 : 여전히 종이책 선호

: 신세대 :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전자책보다 타 멀티미디어 선호

- 현 전자책의 콘텐츠, 편의성,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출판 및
유통업계

문제

- 소규모 출판사 운영 관리 이슈 ( 전체 출판사의 90% 이상 )

: 관리 인력 부족, 낮은 수익성, 초기 투자 비용 부담

- 종이책 판매 감소, 불법복제에 대한 우려로 아직 관망세

- 높은 번역서 비중에 따른 전자책 출판 제약

- 종이책 대비 질적 양적으로 콘텐츠 절대적 부족

: A사 전체 1/3 무료원서 / B사 전체 1/3 같은 종 다른 파일 도서

: 각사 제작 콘텐츠 타사 단말기 호환 불가 (각각 DRM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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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전자책 시장의 문제점

2. 미디어/인터넷 환경의 가속

게임 / 영화 / 모바일 메신저 등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을 통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멀티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

에게는 과도기 산물

다양하고, 쉽고, 싸게 혹은 공짜로!

콘텐츠를 이용하길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전자책은 어렵고, 비싸고, 다양하질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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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전자책 시장의 문제점

3. 정부 지원 필요

중소규모

출판사

정부 지원

필요
표준화 정책

확립

정부 지원 필요 - 중소규모 출판사들에 대한 전자책 관련 지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

ex) 파일 납본제 실시, 전송권 포함된 표준계약서 제도 확립,

전자책 제작지원을 소규모 출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표준화 확립 - 전자책 표준 파일 포맷 확립

- 전자책 단말기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단일화를 정책적으로 추진

- 전자책 저작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인 DRM의 표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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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전자책 시장의 문제점

4. 불법 유통 시장의 만연

○ 장르문학을 중심으로 많은 도서들이 용량이 매우 작은 텍스트 파일로,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낮은 용량 때문에 과금액은 거의 없음

○ 만화, 학습지 등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은 웹하드에서 손쉽게 다운로드 가능

○ 대학교재를 제본하는 것 또한 저작권 위반

베스트셀러, 대학교재의 불법 유통이 만연해있음

지금 이 시간에도

웹하드에서

베스트셀러 텍스트

문서를 다운받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음

만화, 장르문학 등을 청소년들이 호승심에

불법 업로드하는 사례가 많음

대학생들은 교재를 제본하는 것을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도서 저작권 위반에 익숙한 10~20대들이

구매층이 되어 도서를 비용을 들여 구매하길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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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전자책 시장의 문제점

5. 불법 만화 스캔에 대한 만화출판 인터뷰

Q. 웹하드쪽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 스캔 만화책들에 대한 그간의 대응책들은 뭐가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A. 서울, 대원, 학산 3사는 거의 10년 전부터 한국만화출판협회 산하에 한국저작권보호협의회를 두고 불법만화

스캔들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화 스캔자들이 대부분 학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해왔으며,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헤비업로더의 경우에는 고소고발을 병행하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스캔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니, 최근에는 저작권협회, 저작권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웹하드, 포털 사이트 등으로 단속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Q. 웹하드 업체 측에서 정식으로 만화책 이북 제휴 제안을 한적이 있는가?

A. 비공식적으로 제휴 제안을 받은 경우는 있으나, 자칫 불법스캔본이 범람하는 웹하드에서 정식서비스가 될

경우 유저들이 불법을 합법으로 오인할 수 있어 거절하였습니다.

Q. 만약 있다면 혹은 없었는데 제안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의향이 있는가?

A. 현재로서는 웹하드 업체와 e-book 제휴를 할 의향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Q. 현재 일부 블로거들이 원서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올리는데 출간 예정작이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A.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블로거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계약작의 경우에 인기작들은 직접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저작권보호센터와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만화를 좋아하는 네티즌들이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사이트 쪽으로 직접 불법저작물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또한, 국내 포털들과 직접 핫라인을 개설하여 카페나 블로그 내의 불법 저작물은

발견 즉시 삭제 및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시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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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 전자책 시장의 해결방안

1. 미디어 환경에 맞는 전자책 시장 개척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줄 수 있는 기기

빅데이터의 시대!

시장의 요구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다음 세대의

도서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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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 전자책 시장의 해결방안

2. 출판/정부 연계 적극 추진

스마트기기를 통한

유아 교육 컨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폰

스마트기기

초중고

전자 교과서 및

스마트 수업 시행

대학교재

전자책 의무 도입

추진

초중고

전자 교과서

대학교재를

전자책으로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전자책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자책을 받아들이고, 대중화 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됨

전자책 평생교육

전자책 대중화

평생 스마트 교육을

통한

전자책 대중화 실현

이를 위해선 전자책 포맷, DRM, 단말기 등의 표준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하고,

출판사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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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 전자책 시장의 해결방안

3. 불법 유통 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

이제 출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출판업계와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때

1) 저작권 보호센터 및 정부 차원에서의 도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감시 필요

2) 출판업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더많은 관심 필요

3) 웹하드 및 정부기관, 출판업계가 힘을 모아서, 웹하드에서도,

합법적으로 도서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4) 도서 출판 업계와 웹하드 업체 사이의 계약 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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