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동 출판 시장 현황 및 상하이국제아동도서전 소개

1. 중국 아동 출판 시장 현황
▢

중국 아동 출판 시장의 황금기

2015년 기준 중국의 0-14세 인구는 2억 2,600만명으로, 이 수치는 한국 0-14세 인구(약 700만)의
약 32배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아동 독자 수를 자랑합니다. 2016년부터는 1가구 2자녀 정책
이 시행되면서 중국 신생아는 앞으로 매년 약 1,85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74.8%
의 중국 아이들이 평균 2살부터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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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아동 출판 시장 현황
 327억 위안화(약 5조 4천억원)
 2016 중국 전체 도서 유통량의 23.51%가 아동 도서
 아동 도서, 교육 관련 도서 등이 중국 출판 성장의 핵심 동력
 아동 도서 유통량 비율 증가율(2015-2016)은 28.84%
 아동 도서 중 수입 도서 비율이 70%를 차지

▢ 2016 중국 출판사 TOP 10
출판사명
1

저장소년아동출판사(Zhejiang Juvenile and Children's Publishing House Co., Ltd)

2

창장소년아동출판사(Changjiang Children's Press(Group) Ltd.)

3

중국소년아동신문출판총사(China Children's Press and Publication Group)

4

명일출판사(Tomorrow Publishing House)

5

동취출판유한공사(Children's Fun Publishing Co., Ltd)

6

21세기출판사(21st Century Publishing Group)

7

접력출판사(Jieli Publishing House Co., Ltd)

8

안후이소년아동출판사(Anhui Children's Publishing House)

9

지린촬영출판사(Jilin Photography Publishing House Co., Ltd)

10

장수소년아동출판사(Jiangsu Juvenile and Children's Publishing House)

▢ 2016 중국 아동 도서 베스트셀러
도서명

작가

출판사

샤를 9세 도도모 시리즈 26권

Leon Image(雷欧幻像)

저장소년아동출판사

웃는 고양이 일기 시리즈

양훙잉(杨红樱)

명일출판사

창가의 토토

구로야나기 테츠코(일본)

남해출판사

2. 상하이국제아동도서전
▢ 2016 상하이국제아동도서전 결과
 40 개국 321 참가사, 9,046명의 출판 전문가, 23,658명의 일반 방문객 참석
 규모 : 22,000㎡

▢

왜 상하이인가?
 중국 660개 전체 도시 인구 중 해외 원서를 읽는 8% 독자가 상하이에 거주.
 중국 전역 2,820개 도서관 중 287개 도서관이 상하이에 위치(대학 및 학교 도서관 제외). 상
하이 시내 총 926개 서점 운영 중.
 중국 내 국제학교의 20%가 상하이에 위치하며 그 수가 계속해서 성장 중.
 중국에는 약 463,000개의 유치원, 학교, 직업 센터가 있으며, 그 중 약 7% 해당하는 6,000개
교육 기관이 상하이에 있음. 전체 상하이 내 교육기관 등록자 수는 매년 168만명에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