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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판 흥행으로 인한 원작 및 관련 서적에 대한 수요 증가

슬램덩크
- 극장판 개봉 이후 50일만에 100만부 발행
(단기간에 달성한 발행부수로 역대급 기록)

- 3040뿐만 아니라 MZ세대에게도 인기 열풍
- 단행본+특별판(챔프, 리소스 등) 모두 흥행中
- 가정의 달인 5월까지 250만부 발행 달성 예상

스즈메의 문단속
- 극장판 개봉 이후 일반, 하드커버, 스페셜 에디션,
신카이 마코토 전작 모음집(신카이 마코토 세트8)
모두 베스트셀러 순위에 등재

- 와디즈 펀딩 20년 발표 원작소설 하드커버 소장판
(오픈 하루만에 펀딩 목표 26,800% 달성)

지난 2017년 <너의이름은> 극장판흥행으로원작소설 30만부이상대히트기록.
‘너의이름은 > 슬램덩크 > 스즈메의문단속’으로이어지는오프라인출판서적에대중의관심증가.



다가오는 25주년 기념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로 팬들과의 접점 확대

대원미디어의카드유통사업의매출은 5년연속증가

유희왕 오피셜 카드게임
-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 행사 <유희왕 페스티벌 - 부산 2023 -> 성료(2023.311~3.12 부산 벡스코)
- 예매표 전수량 매진 및 현장 이벤트 상품 완판
- 유희왕 25주년인 내년까지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행사 및 이벤트 지속 예정



정상적 대외 활동 재개로 오프라인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에 관심 증가

디지몬 카드게임
- 디지몬 카드게임의 국내 사업 전개로 대원미디어의 카드사업 라인업 다양화
- 디지몬 카드게임 초판 완판
- 전국 40여개 공인 카드샵
- TCG 팬 + 디지몬의 팬층 유입도 기대

TCG 뿐만아니라스포츠컬렉션카드(프로야구/프로배구) 등카드사업대중성지속확장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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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데이 어택>웹툰화계약 체결
<키스앤 체이스>웹툰화계약 체결

<당신의소유주> (글/그림: 트루 /원작: 송민선) –네이버(독점)
<완벽한파트너> (글/그림: 산차 /원작: 오하라) –네이버(독점)
<부검의신> (글/그림: 조준희) – 카카오(독점)
<물드는시간> (글: 윤백 /그림: 후영 /원작: 유송주) –카카오(독점)
<파핑캔디> (글: 밍구르 /그림: 캐정 /원작: 선명) – 리디북스(독점)
-등총 13개작품론칭

<열병>, <구름을비추는새벽> -프랑스델리툰
<지상최강 고3 히어로> -일본픽코마
<동군> -스페인네이버
<바람이머무는자리> -태국 네이버
-등 총 9개 작품론칭

<사자독자> (작가: 담대한) –카카오(독점)
<회사를다닙시다> (작가: 우지혜), <눈을가린채> (작가: 금날)
<사이렌> (작가: 감고순), <흑룡의볕뉘> (작가: 이닫)
-등총 18개작품론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