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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폭설로 길이 아수라장이라 선뜻 나서지를 못하

고 사무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길이 험한 만큼 풍경은 더 아름다워 불평과 감탄이 

동시에 터집니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 작년 이맘때에도 이런 날 회원들에게 보내

는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일 년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흘렀네요.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격년제로 운영되는 상들이 하필 홀수 

해에, 그것도 상반기에 몰려 있어 정신이 없었지요. 안데르센 상, 린드그렌 상, BIB 

상. 해당 위원회에서 고생해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김상욱 회원의 

안데르센 상 심사위원 위촉 소식, 브라티슬라바의 황금사과상과 어린이심사위원

상 수상 소식이 날아와 참 기뻤습니다. 제1회 IBBY 아시아 오세아니아 총회도 흥

겨웠고, 한영 작가 평론가 세미나와 대담도 화기애애,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었

지요. 안전행정부 공익사업으로 도서관들 돌아다니면서도 소중한 경험들을 했습

니다. 도서추천위원회도 생기발랄하게 활동 중입니다. 이 모든 행사를 맡아 진행

해주고 참여해주신 회원들과 작가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기획 단계이지만 KBBY의 정체성과 

임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일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

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내주시는 회비와 후원금은 우리 어린이 책을 둘러싼 환경

을 안팎으로 다져나가고 확장시키는 데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주 들

러 소식도 접하시고, 조언과 격려도 남겨 주세요. 모이는 자리에도 많이들 와 주시

고요. 

 

    남은 날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새해 희망차게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3. 12.  

김 서 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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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모 결과 소식 

BIB 2013 황금사과상·어린이심사위원상 수상  

  BIB(Biennial of Illustration Bratislava) 2013에서 한국의 그림책 두 권이 각각 황금사과상과 어린이심사위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의 영예는 황금사과상에 노인경 작가의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문학동네, 

2012), 어린이심사위원상에 이기훈 작가의 『양철곰』(리젬, 2012)이 안게 되었습니다. 앞서 2013년 3월, KBBY는 

한국 심사를 통해 15작품을 선정하여 BIB 2013에 출품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2013년 9월 6일 브라티슬라

바의 국립극장에서 열린 BIB 2013 오프닝 행사에서 발표되었으며, 2011년 그랑프리 수상자이자, 2013년 BIB 

심사위원을 맡은 조은영 작가가 대리수상을 하였습니다. 올해의 그랑프리는 스위스의 『The Great Flood』

(Evelyne Laube, Nina Wehrle)라고 합니다. BIB 2013 그랑프리, 황금사과상, 금패상의 수상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더 자세한 수상 결과는 BIB 홈페이지(www.bibiana.s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경,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문학동네, 2012) 

↓이기훈, 『양철곰』(리젬, 2012) 

GRAND PRIX(그랑프리) 
Ms. EVELYNE LAUBE, NINA WEHRLE, SWITZERLAND, THE GREAT FLOOD 

BIB PLAQUE(금패상) 

Ms. STELLA DREIS, GERMANY, GRIMM´S TALES 

Ms. RENATE HABINGER, AUSTRIA, 

THERE ARE LIONS SLEEP NOW LITTLE CAMEL 

Ms. DANIELA OLEJNÍKOVÁ, SLOVAKIA, 

IN WATERMELON SUGAR THIRTEEN 

Ms. ÁNGELA CABRERA MOLINA, SPAIN, HAMELIN 

Ms. IRAIAOKINA, SPAIN, THE MOON WAS WOKEN UP 

BIB GOLDEN APPLE(황금사과상) 

Ms. RONG YU, CHINA, BIRD IN THE CLOUD 

Mr. NOBUHIKO HAIJIMA, JAPAN,  

CAN YOU HEAR THAT SOUND? 

Mr. CHIKI KIKUCHI, JAPAN, WHITE CAT, BLACK CAT 

Ms. IN-KYUNG NOH, SOUTH KOREA, 

MR. TUTTI AND 100 WATER DROPS 

Ms. IRMA BASTIDA HERRERA, MEXICO, 

READING, COMPLIMENT AND PRAISE THE BOOK´S READING 

PLEASURE 

↓Ms. EVELYNE LAUBE, NINA WEHRLE, SWITZERLAND, THE GREAT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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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 2013에는 KBBY를 대표하여 신동준 BIB 실행위원이 다녀왔습니다. 

BIB 2013은 9월 6일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9월 7일과 8일에는 심포지

엄이, 8일부터 13일까지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이 진행되었으며, 출품작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10월 25일까지 열렸습

니다.  

올해에는 지난 BIB 2011보다 9개국이 더 늘어난 49개국이 참가하였으

며, 전시 작가는 총 362명, 전시 도서는 446권, 전시 원화는 2,344점이었

습니다. 이틀간의 심포지엄에서는 ‘Identity Today’라는 주제로 각국의 

민족적, 문화적 아이덴티티에 대한 14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BIB 2013을 둘러본 신동준 위원은 한국의 출판인들은 BIB에 대해 국제 

교류보다는 출품과 수상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면서 향후에는 국제 

교류와 전시, 학술 행사의 기획력을 가진 사람이 파견을 가서 BIB나 슬

로바키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BIB 2013에 대한 자세한 참관 보고는 KBBY 홈페이지(www.kbby.org)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IB 2013 참관  

BIB 2011 그랑프리 수상자인 『달려, 토토』의 조은영 작가가 BIB 2013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

음은 조은영 작가의 심사 소감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그림책 작가, 큐레이터, 출판사 편집

장, 교수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나흘 간의 심사를 통해 그랑프리 1명, 황금사과상 5명, 금

패상 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사는 총 5라운드로 진행이 되었는데, 심사위원들이 각자 그림을 보거나 함께 

전시장을 돌면서 그림에 대해 토론을 한 뒤, BIB 의장이 “Who vote?” 하고 그림에 대해 의견을 물으면 거수를 

통해 작품에 투표를 하고, 이로써 많은 표를 얻은 그림책이 최종 리스트에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

다. BIB 2013 수상작들을 보면, 2등 격인 황금사과상 5명 중 한·중·일 작가가 4명, 유럽의 경우 3등 격인 금패

상을 차지하였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대부분의 그림책이 1라운드를 통과할 정도로 우수했지만, 

그들의 그림은 모범생의 그림일 뿐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칼리그래피(calligraphy)나 여백이 많은 아시아 

국가의 그림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상당히 호의적이고 독창적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신 경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볼로냐 어린이 도서전과 달리, 작가의 독창성과 진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BIB는 비록 조용하고 더디

더라도 진정 나만의 그림책을 탐구하고 실험하고 싶은 그림책 작가에게는 큰 위로이며 지침이 될 것입니다.” 

BIB 2013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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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문화재단 그림책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공모 결과 발표 

지난 8월 21일 CJ문화재단이 주최하고 KBBY가 공모와 심사를 주관한 ‘제3회 

CJ문화재단 그림책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공모’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 『감기 걸린 날』(김동수 글·그림, 보림), 『내 마음대로』(이현 글·김주현 

그림, 마루벌), 『악어가 쿵, 작은 새가 포르르』(이은경 글·그림, 대교북스)이 

선정되었습니다.  

응모작 총 76편 가운데 3편의 작품을 선정하는 이번 심사는 애니메이션을 제

작할 영상감독 3명과 KBBY 측 심사위원 2명, 총 5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심사

위원들은 “우리 창작 그림책의 성취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작품이면서, 

그림책을 바탕으로 한껏 상상력을 발휘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작

품,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창작물을 직접 만들어낼 영상감독들의 창작 욕

구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선정하자는 데에 의견을 일치시켰습니다.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작가와 만나면 나도 작가’ 프로그램(이하 ‘작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

쳤습니다. 작가 프로그램은 소외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책 작가들의 도서 및 재능 기부 활동으로, 협력기관으

로 선정된 성남시 책이랑도서관, 고양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책놀이터, 서울시 은행나무도서관, 인천시 콩세

알도서관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도서관 15명, 총60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습니다.  

어린이책 작가인 윤진현(고릴라 할머니), 박정완(엄마, 어디 있어요?), 이영경(아씨방 일곱동무), 이지유(내 이

름은 파리지옥), 최향랑(숲 속 재봉사와 털뭉치 괴물), 오문천(솥 안에 넣어 둔 돈), 김슬기(줄 하나), 곽영미(두 

섬 이야기) 작가의 재능 기부로 풍성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 도서관 500여 권, 총 2,000여 권의 도서를 협력기관인 작은도서관에 기증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 지역 어린이는 문화적 충족감을, 재능기부 작가는 작품구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9

일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사업보고회와 ‘작가와 만나면 나도 작가 학생작품전’을 가졌습니다. 

안정행정부 지원 공익사업 활동 마무리 

『감기 걸린 날』은 박재옥 감독이, 『내 마음대로』는 김채현 감독이, 『악어가 쿵, 작은 새가 포르르』는 민성아 감

독이 애니메이션 연출을 맡아, 내년 1월 중순까지 작업이 진행되며 2월 중으로 상영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

니다. 상영회에 대한 자세한 일정이 나오는 대로 KBBY 홈페이지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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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 및 평론가 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1일 문학의집 서울에서 ‘한-영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 및 평론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

에는 영국의 팀 보울러와 줄리아 골딩이 초청되어 영국의 아동청소년 작품 및 아동청소년의 현실에 대해 이야

기 하였고, 한국의 작가로는 이경혜, 김혜진 작가가 초청되어 각자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 네 명의 한-영 작가들이 ‘청소년은 왜 불안해하는가?’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

영 양국의 아동청소년 문학 출판·번역·수출 현황과 향후 전망 및 발전 과제에 대해 각각 평론가 김경연과 

「어린이와 문학」 김경욱 편집인이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동화작가, 그림책작가, 어린이책 출판인, 아동문학 연구자, 번역가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 70여 명이 

모여 한국과 영국의 아동문학 상호 교류 현황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으며, 영국의 작가들에게 한

국 아동문학의 현황, 특히 외국으로 저작권이 수출되는 책에 대해 알리고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한국 아동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정보를 줄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 교류 소식 

한-영 문학교류단 영국 참관 

김서정 회장이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한영문학교류단의 일원으로 

영국 문학계를 참관하고 왔습니다. 영국은 2014년 런던도서전에 한

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하고, 양국간 문학 교류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한-영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 

및 평론가 세미나도 그 프로그램의 하나였습니다).  

이번 문학교류단 방문은 영국이 국민들의 책 읽기와 글쓰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김서정 회장은 정부와 민간의 수많은 단체들이 협력

하면서 작가를 격려하고 책이 활발하게 흐르게 하도록 노력하는 여

러 모습이 좋은 참고가 되었다는 후기를 전했습니다. 자세한 참관 

후기는 KBBY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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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KBBY 세미나 및 공익사업 보고회 개최 

‘2013년 KBBY 세미나 및 공익사업 보고회’가 11월 29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심향분 운영위원이 ‘유아교육현장 속 그림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문학, 미술, 정

보, 윤리 등 많은 분야의 교육을 그림책을 매개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진지한 문제 제

기와 해결책의 모색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책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이뤄진 다양한 교

류 활동에 대한 보고가 많았는데요, BIB, 볼로냐, IBBY 아시아-오세아니아 지부 총회, 한-영 문학교류단 등 한

국의 책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흐름을 포착하려는 노력들이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습니다. 또한 KBBY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안전행정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의 1년 간의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보고뿐만이 아니라 공익사업 프로그램의 1년이 고스란히 담긴 어린이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희 도서추천위원장과 ‘제랄다와거인 케이터

링 사업단’이 예쁘고 맛있는 음식들로 행복한 다과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

들과 발표자 선생님들, ‘제랄다와거인 케이터링 사업단’에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13년 KBBY 독서진흥포스터 

2013년 KBBY 독서진흥포스터가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터는 『구름빵』, 『장수탕 선녀님』의 백희나 작가님께서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표제는 ‘책, 꿈으로 가는 길’ 입니다. 

현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전국 60여 곳의 작은도

서관에 배포된 상태이며, 파일은 원하시는 분은 KBBY 홈

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쇄

용 파일이 필요하신 도서관 또는 어린이책 관련 단체의 경

우에는 이메일(prodigy101@naver.com)로 요청하시면 인쇄

용 데이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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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안내 

제 3차 세계아동문학대회 

회원 소식 

축하합니다! 

* 원유순 회원이 동화집 『잡을 테면 잡아봐』(시공주니어, 2013)로 제 23회 방정환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 송현희 회원이 “아동문학과 에코 페미니즘”(한남대)으로, 장성유 회원이 “방정환 문학 연구 - 소년소설의 장

르의식과 서사전략을 중심으로”(고려대)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 함께 나누고 축하할 만한 소식 있으면 사무국에 알려주세요. 

제 3차 세계아동문학대회가 2014년 8월 8일(금)~ 8월 12일(화)까지 창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아시아아동문

학학회 한국 본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의 대주제는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 주는 문학’이라고 합니다. 일반 

참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참가신청 방법> 

참가신청서를 아동문학평론, 한국아동문학학회, 이원수문학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KBBY 홈페이지 ‘기타공지사항’ 게시판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3층 <한국아동문학연구센터> 제3차 세계아동문학대회 

사무국 (담당 : 이시구 집행위원, 010-8966-7848, sigu0604@@hanmail.net) / 참가신청은 2014년 2월 28일까지이

며, 반드시 사진 1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가비 안내> 

비숙박 ① 당일 5만원 ② 2박 3일 행사 전일 10만원(창원 및 행사장 인근 지역) 

숙박 ① 1박 2일 10만원 ② 2박 3일 이상 20만원 

입금 창구 : 계좌번호 하나은행 580-910232-70307 김용희  

*참가 신청자 명의로 입금 후 꼭 세계대회 대회사무국 메일이나 전화로 알려 주십시오.  

동화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읽는 아이 

2014년 1월 18일 아름다운 가게 이태원점에서 동화작가 송재찬 선생님이 그림책 『해님 달님』을 읽어주시고, 

영어 스토리텔러 방동주 선생님이 ‘해님 달님’ 이야기를 영어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참여방법은 여러 번 읽

었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한 권 이상을 기증하면 된다고 합니다.  

2월부터는 아름다운 가게 광화문책방으로 옮겨 진행이 될 텐데요, 『달려 토토』의 작가 조은영 선생님이 그림

책을 읽어주시고, 방동주 선생님이 영어 스토리텔링과 함께 간단한 체험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KBBY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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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 1차 운영위원회  

태국 국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국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태국에서 열립니다. “Tell Stories to See the World, Ethics, 

Truth and Nature”란 이름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Mahasarakham University에서 총 주관을 하고 태국 SPAFA

(Southeast Asian Ministers of Education Organization)가 후원을 하는 대규모 스토리텔링 행사입니다. 2014년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태국의 Taksin University에서 진행되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국제 스토리텔

링 네트워크 소속 스토리텔러들과 아시아 지역 스토리텔러들이 모여 각 나라의 전래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양

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특히 태국은 국제 스토리텔링 네트워크를 통해 동아시아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유산

을 소개하며, 전세계의 스토리텔러들이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토리텔러 방동주 선생님이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데,  1월 24일에는 세 개의 한국 전래동화

(‘흥부 놀부’, ‘빨간 부채 파란 부채’, ‘해님 달님’)를 스토리텔링 콘서트에서 3회 공연할 예정이며, 1월 25일에는 

‘춘향전’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4년 제 1차 운영위원회가 아래와 같이 열리오니, KBBY 운영위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14년 1월 15일(수) 오후 4시 

장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서초동, 현대렉시온) 425호 KBBY 사무국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운 위원은 위임장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34회 IBBY 총회  

제 34회 IBBY 총회가 멕시코시티에서 2014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총회의 큰 주제는 “May 

everyone mean everyone” 이며, 발표자는 Alicia Molina, David Almond, Maria Teresa, Agustin Fernandez, Roberto 

Innocenti, Angela Cardoso Lago, Veronica Murguia, Daniel Goldin 입니다. 현재, 총회 홈페이지(http://

www.ibbycongress2014.org/en/)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비는 지역별/기간별로 다릅니다. 보다 자세한 프로

그램 일정 및 발표 내용 등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KBBY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www.ibbycongress2014.org/en/
http://www.ibbycongress2014.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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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BY 각 지부의 연하장 



• KBBY는 IBBY(국제아동청소년

도서협의회)의 한국위원회입니

다. IBBY는 아동청소년도서문화 

발전에 헌신하는 전 세계인들의 

국제적인 조직망을 가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5 

(서초동, 서초현대렉시온) 425호  

KBBY 사무국 

• 전화번호: 

010-8932-3786 

• 전자우편: 

info@kbby.org                                   

prodigy101@naver.com 

• 홈페이지:  

KBBY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회비와 아동청소년

도서 관련 단체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회비 납부는 매년 KBBY 계좌로 

연회비를 입금해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2013년 12월 현재, 158명의 개인 회원과 15개의 단체 회원이 가입하였으며, 

회비는 개인 회원 69명, 단체 회원 14곳 납부된 상태입니다. 

아래 KBBY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리오니, 2014년 KBBY 활동을 위하여 연회

비 납부를 부탁 드립니다. 회비를 입금하신 후에는 KBBY 홈페이지의 ‘KBBY 

회비납부확인’ 게시판을 통해 입금 확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KBBY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거나 후원하기를 원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KBBY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 480-034960-04-018 (예금주: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연회비 개인: 10만원, 단체: 20만원 

KBBY 사무국: prodigy101@naver.com / 010-8932-3786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KBBY는 앞으로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

들의 동정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알릴 일이 있

는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 여러분께서는 사무국으로 

소식 주시기 바랍니다.  

* KBBY 전체 회원과 공유하면 좋을 활동이나 홍보 내

용이 있는 회원께서도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

니다. 회장단의 회람을 거쳐 간단한 뉴스레터 형식으

로 전체 회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KBBY 단체 회원 소식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