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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및 일정

□ 출장목적

❍ 2018 볼로냐 아동도서전 BOLOGNA CHILDREN’S BOOK FAIR(55th edition)

참가를 통해 세계 아동도서의 흐름 및 출판 동향 파악

❍ 국외 출판사 현황조사 및 각국 어린이 우수도서 목록 자료 수집

❍ 국외 어린이 콘텐츠 개발 동향 파악 및 조사

□ 출장기간

❍ 2018. 3. 25.(일) ~ 3. 29.(목) (3박5일)

□ 대상국가

❍ 이탈리아(볼로냐)

□ 출 장 자

❍ 정보서비스과 사서사무관 조생단

❍ 정보서비스과 사서주사 이수경 

□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시간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비고

3. 25(일) 서울 볼로냐 KE0901
AF1028

13:05~
22:00

ㅇ 인천 출발
ㅇ 볼로냐 도착(파리 드골 경유)

3. 26(월) 10:00~
18:00

볼로냐
아동도서전

ㅇ 전시개막식 및 주요 부스 참관
  Bologna Ragazzi Award, 
  Bologna Illustrators Exhibition,
  Korean Collective Stand 등 자료수집
ㅇ국외 어린이 콘텐츠 개발동향 조사

 

3. 27(화) 10:00~
18:00

볼로냐
아동도서전

ㅇ 올해의 주빈국(중국) 부스 참관
ㅇ 중국어린이도서 현황조사 및 정보수집
ㅇ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조사

3. 28(수)

10:00~
16:00

17:00

볼로냐
아동도서전

ㅇ국외 어린이 콘텐츠 개발동향 파악
ㅇ 구입대상자료 조사 및 목록 수집
ㅇ 아동 및 청소년도서 해외출판 현황조사

볼로냐 로마 철도 ㅇ 볼로냐 →로마 이동
로마 KE0932  21:25 ㅇ 로마 출발

3. 29(목) 인천 15:50 ㅇ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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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 내용

□ 볼로냐 아동도서전
   (BOLOGNA CHILDREN’S BOOK FAIR(55th edition))

❍ 2018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상징로고

❍ 2018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전시관 전경

전시관 입구

전시관 티켓팅 및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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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개요 

❍ 기  간 : 2018. 3. 26(월) ~ 3. 29(목)(4일간)

❍ 장  소 : 이탈리아 볼로냐 전시장(BolognaFiere)

❍ 주  최 : 볼로냐아동도서전(Bologna Children's Book Fair)

* 공식 웹 사이트: www.bolognachildrensbookfair.com

❍ 규  모 : 20,000㎡/100여 개국 1,300개사 참가

❍ 도서전 특징

   - 1963년부터 매년 봄에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 책 박람회

   - 올해 55회를 맞은 볼로냐 아동도서전은 전시 기간 동안 5,000여명에 

이르는 전 세계의 출판사, 일러스트 레이터, 그래픽 디자이너, 문학 

대리인, 작가, 번역가, 모바일 개발자, 라이센스 및 라이센스 업체,  

포장 업체, 프린터, 유통 업체, 오디오 북 전문가, 서적상, 브랜드,  

사서 및 교사 등 참여

   - 이 기간 동안 6개의 거대한 홀 전체에 걸쳐 수백 개의 부스에서   

각 국의 출판물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아동 도서 및 관련 콘텐츠에  

대한 강연, 세미나 등 다양한 이벤트가 활발하게 진행됨 

   - 세계적으로 유명한 Illustrators 전시회 및 업계에서 인정한 볼로냐 라

가치상(BolognaRagazziAward)을 제정, 시상하고 있음. 출품작 중 작품성이 

우수한 책에 주어지는 볼로냐 라가치상은 픽션과 논픽션으로 나누어 

각각 유아(0∼5세), 아동(6∼9세), 어린이(10∼16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 

   - 2,000년부터는 '어린이에게 예술세계를’이라는 모토 아래 제정한 

‘새로운 예술상(NewArtAward)’과 문학성이 풍부한 제3세계 아동 

문학작품에 주는‘새로운 지평상(NewHorizonsAward)’의 두 가지가  

라가치상에 새로 포함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642&ref=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642&re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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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매년 일러스트레이션이 뛰어난 국가를 선정하여 주빈국 행사를 

진행하는데, 2009년에는 대한민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올해에는 중국이 주빈국에 선정되었음

※ 역대 주빈국: ‘05(스페인), ’06(헝가리), ‘07(벨기에), ’08(아르헨티나), ’09(대한민국), 

’10(슬로바키아), ’11(크로아티아), ’12(포르투칼), ’13(스웨덴), ’14(브라질),    

’15(크로아티아), ’16(독일), ’17(카탈루냐 &발레아레스 / 스페인령)

❍ 도서전 개막식

전시회 개막식 선언 전시회 개막식 진행

전시회 개막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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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볼로냐라가치상(BolognaRagazzi Award) 

 ❍ 라가찌상은 1966년부터 창작성, 교육적 가치, 예술적인 디자인을 기준으로 

내용과 미술적 표현이 뛰어난 그림책에 주어지는 상

 ❍ 볼로냐아동도서전 주최측이 전 세계 아동도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도서전 개막식 당일 수여하는 상으로 픽션, 논픽션, 뉴호라이즌 3개 분야와 

2009년 처음으로 시상하는 오페라 프리마, 2015년에 시작한 북스앤씨드상, 

2018년도 처음으로 시상하는 아트건축디자인상까지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출판사에게 시상 

 ❍ 볼로냐라가찌상은 수년에 걸쳐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아동도서를 

출판하는 전 세계 출판인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음. 수상작품의 도서와 

포스터가 도서전 현장, 웹사이트에서 집중 홍보되며 전시가 끝난 후 전세계 

아동도서전에 순회 전시됨

� � � � � -� FICTION� :� 판타지나�픽션을�다룬�창작그림책,� 픽션

� � � � � -�NONFICTION�� :� 과학,� 역사,� 미술,� 음악,� 자서전�및�최근�이슈�등을�다룬�그림책,� 논픽션

� � � � � -�OPERA� PRIMA� :� 작가나�일러스트레이터의�처음�출판된�작품,� 2009년�시작,� 오페라프리마

� � � � � -� NEW� HORIZONS�� :� 비서구세계권,� 즉� 아랍국,�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와�아프리카�개도국�출판계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새로운�아이디어와�혁신적�산물,� 뉴호라이즌

� � � � � -�Art-Architecture� &Design� :�아름다운�건축철학이�돋보이는�그림책,� 2018년�시작,�아름다운건축디자인

� � � � � -� Books� &Seeds�� :� 책과�씨앗들,�생명,�환경,�농업,�기아�문제�등을�다룬�그림책,� 2015년�시작,�북스앤씨드

 ❍ 2018년 볼로냐라가치상수상작(2018BolognaRagazzi Award)

  - FICTION WINNER 

• L’OISEAU BLANC

• 그림작가 Charles Dutertre 

• 글작가 알렉스 쿠소(Alex Cousseau)

• 페이지 52 쪽

• 출판사 Editions du Rouergue

• 발행일 2017-10-1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9408&gbn=illusto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32969&gbn=write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1460&cateType1=&gbn=pu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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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CTION SPECIAL MENTIONS

• L’OISEAU BLANC

• 그림작가 Charles Dutertre 

• 글작가 알렉스 쿠소(Alex 

Cousseau)

• 페이지 52 쪽

• 출판사 Editions du Rouergue

• 발행일 2017-10-11

TUULEN VUOSI

• 그림작가 Hanna Konola

• 글작가 Hanna Konola

• 페이지 25 쪽

• 출판사 etana editions

• 발행일 2016-04-01

• Otto 

• 그림작가 Florie Saint-Val , 

Etienne Exbrayat 

• 글작가 Florie 

Saint-Val,Exbrayat 

• 페이지 36 쪽

• 출판사 Editions MeMo

• 발행일 2017-11-16

• ZGUBIONA DUSZA (The 

Lost Soul)  

• 그림작가 요안나 콘세이요 

(Joanna Concejo)

• 글작가 Olga Tokarczuk

• 페이지 48 쪽

• 출판사 Format 

• 발행일 2018-01-01

  - NONFICTION WINNER

• Loudly, Softly, in a Whisper

• 그림작가 Agrafka(아그라프카)

• 글작가 Agrafka

• 페이지 30 쪽

• 출판사 Old Lion Publishing House 

• 발행일 2017-01-01

  - NONFICTION SPECIAL MENTIONS

• Louis Pasteur : Enquêtes 
pour la science 

• 그림작가 Julien Billaudeau
• 글작가 Florence Pinaud
• 페이지 69 쪽
• 출판사 Actes Sud Junior
• 발행일 2017-11-22

• The Egg
• 그림작가 브리타 테큰트럽

(Britta Teckentrup)
• 글작가 Britta Teckentrup
• 페이지 96 쪽
• 출판사 Prestel
• 발행일 2017-04-03

• Le Ruban (리본)
• 그림작가 아드리앵 파를

랑주(Adrien Parlange)
• 글작가 아드리앵 파를랑

주(Adrien Parla
• 페이지 40 쪽
• 출판사 Albin Michel
• 발행일 2016-09-28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9408&gbn=illusto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32969&gbn=write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1460&cateType1=&gbn=publish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215&searchkeyword=title&searchvalue=TUULEN VUOSI&PageSize=50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9409&gbn=illusto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2548&cateType1=&gbn=publish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221&searchkeyword=title&searchvalue=Otto&PageSize=50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1366&cateType1=&gbn=publish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222&searchkeyword=&searchvalue=&sortval=&cateType1=3&publishYear=&publishMonth=&PageSize=50&bookhave=%&overseachk=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9107&gbn=illustor&cateType1=3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9411&gbn=writer&cateType1=3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2551&cateType1=3&gbn=publish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223&searchkeyword=title&searchvalue=pour la science &PageSize=50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9412&gbn=illusto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9413&gbn=write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2119&cateType1=&gbn=publish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227&searchkeyword=title&searchvalue=The Egg &PageSize=50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5481&gbn=illusto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2554&cateType1=&gbn=publish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226&searchkeyword=title&searchvalue=Le Ruban&PageSize=50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7063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4991&gbn=illusto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1205&cateType1=&gbn=pu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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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RA PRIMA WINNER

• La plage

• 그림작가 Sol Undurraga

• 글작가 Sol Undurraga

• 페이지 30 쪽

• 출판사 L Agrume

• 발행일 2017-07-01

  - OPERA PRIMA SPECIAL MENTIONS

• 너는 누굴까 
• 그림작가 안효림 
• 글작가 안효림 
• 페이지 44 쪽
• 출판사 반달(킨더랜드)
• 발행일 2017-06-12

• The Book of Mistakes (아름다운 
실수)

• 그림작가 코리나 루이켄 
(Corinna Luyken)

• 글작가 코리나 루이켄 (Corinna 
Luyken)

• 페이지 56 쪽
• 출판사 Dial Books for Young 

Read
• 발행일 2017-04-18

• L'ascension de Saussure
• 그림작가 Pierre Zenzius
• 글작가 Pierre Zenzius
• 페이지 40 쪽
• 출판사 Editions du 

Rouergue
• 발행일 2017-09-13

  

  - NEW HORIZONS WINNER

• 나무, 춤춘다

• 그림작가 배유정

• 글작가 배유정

• 페이지 76 쪽

• 출판사 반달(킨더랜드)

• 발행일 2016-04-10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225&searchkeyword=title&searchvalue=La plage&PageSize=50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9414&gbn=illusto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2124&cateType1=&gbn=publish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6776&searchkeyword=title&searchvalue=�ʴ� ������&PageSize=50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8513&gbn=illusto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2084&cateType1=&gbn=publish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224&searchkeyword=title&searchvalue=The Book of Mistakes&PageSize=50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093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9326&gbn=illusto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1432&cateType1=&gbn=publish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242&searchkeyword=title&searchvalue= Saussure&PageSize=50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9421&gbn=illusto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1460&cateType1=&gbn=publish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127&searchkeyword=title&searchvalue=����, �����&PageSize=50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2266&gbn=illusto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2084&cateType1=&gbn=pu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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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Architecture &Design WINNER

• Cabanes

• 그림작가 Aurélien Débat 

• 글작가 Aurélien Débat 

• 페이지 24 쪽

• 출판사 Les Grandes Personnes

• 발행일 2017-08-31

  - Art-Architecture &Design SPECIAL MENTIONS

• 벽
• 그림작가 정진호
• 글작가 정진호
• 페이지 44 쪽
• 출판사 비룡소
• 발행일 2016-06-02

• Haus
• 그림작가 Johannes Vogt 
• 글작가 Felicitas Horstschäfer
• 페이지 0 쪽
• 출판사 Gerstenberg Verlag
• 발행일 2015-02-01

• My Museum 
• 그림작가 Joanne Liu
• 글작가 Joanne Liu
• 페이지 32 쪽
• 출판사 Prestel
• 발행일 2017-11-07

• Wytwornik gora! 
(Mountains!)  

• 그림작가 마달레나 마토소
(Madalena Matoso)

• 글작가 마달레나 마토소
(Madalena Matos

• 페이지 24 쪽
• 출판사 Wytworniki
• 발행일 2014-01-01

  

  - Books &Seeds WINNER

• Le potager d'Alena (알레나의 채소밭)

• 그림작가 소피 비시에르(Sophie Vissière)

• 글작가 

• 페이지 50 쪽

• 출판사 Helium

• 발행일 2017-10-10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228&searchkeyword=&searchvalue=&sortval=prizedate&prizeIdx=88&prizeYear=0&PageSize=40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9415&gbn=illusto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2555&cateType1=&gbn=publish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4698&searchkeyword=&searchvalue=&sortval=prizedate&prizeIdx=88&prizeYear=0&PageSize=40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4840&gbn=illusto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35&cateType1=&gbn=publish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229&searchkeyword=&searchvalue=&sortval=prizedate&prizeIdx=88&prizeYear=0&PageSize=40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9416&gbn=illusto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9417&gbn=writer&cateType1=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1358&cateType1=&gbn=publish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243&searchkeyword=&searchvalue=&sortval=&cateType1=3&publishYear=&publishMonth=&PageSize=50&bookhave=%&overseachk=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9422&gbn=illustor&cateType1=3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2554&cateType1=3&gbn=publish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250&searchkeyword=&searchvalue=&sortval=&cateType1=3&publishYear=&publishMonth=&PageSize=50&bookhave=%&overseachk=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2263&gbn=illustor&cateType1=3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2563&cateType1=3&gbn=publish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235&searchkeyword=&searchvalue=&sortval=&cateType1=3&publishYear=&publishMonth=&PageSize=50&bookhave=%&overseachk=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7357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writer.asp?idx=48867&gbn=illustor&cateType1=3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publisher.asp?idx=1360&cateType1=3&gbn=pu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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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냐 일러스트레이터 전시(Bologna Illustrators Exbition)

 ❍ 2018년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품 전시

    ❍ 2018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주요 작품 전시

볼로냐 메인 전시 부스 1, 2 전시대

2018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주요 작품 전시

2018년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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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한국관

  ❍ 2018년 한국관 상징로고

  ❍ 한국그림책 수상작(올해의 볼로냐라가치상)

수상 부문 작가명 작품명 출판사항 책표지

뉴호라이즌 부문 대상 배유정 나무, 춤춘다 반달, 2016년

오페라프리마 부문 우수상 안효림 너는 누굴까 반달, 2017년

아트(예술·건축, 디자인) 

부문 우수상
정진호 벽 비룡소,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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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관 전시내용

   - 올해 33개 출판사가 참여하였으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운영하는 한국관 

등에 전용부스 운영(Hall22)

   - 한국관에서‘일상의 아름다움(Everyday Beauty)’을 주제로 열린 그림책 

특별전 개최

    ․ ‘일상의 아름다움(Everyday Beauty)’이라는 주제 아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일

상을 솔직 담백하게 담아낸 ‘창작 그림책전. 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가  기획하고 류영선 

작가, 이지원 작가가 추천한 길벗어린이, 보림출판사, 사계절, 이야기꽃, 웅진주니어, 창비 등 

22개 출판사의 선정도서 51종을 전시하는 특별전으로,  전시도서는 작년 BOP(올해 최고의 

아동출판사 상) 수상작을 포함해 ‘즐거운 한낮’, ‘만남과 헤어짐’, ‘혼자만의 시간’, ‘최고의 순간’, 

‘서울’ 등 총 6개의 카테고리에  따라 전시

   - 한국은 라가치상 세 부문에서 수상함

     ․ 뉴 호라이즌 부문 대상 - 배유정의 <나무, 춤춘다 / 반달>

     ․ 아트(예술·건축·디자인) 부문 우수상 - 정진호의 <벽 / 비룡소> 

     ․ 오페라 프리마 부문 우수상 - 안효림의 <너는 누굴까? / 반달>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도 6명의 한국 작가들이 선정되어 중앙홀에 

특별 전시가 마련됨

   - 도서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소인 일러스트레이터 카페에서 라가치상 

대상을 수상한 우리나라의 ‘글자 없는 그림책(Silent book)’<나무, 

춤춘다>와 한국 그림책 특별전을 소개하는 공식 행사가 열렸음

   - 순천그림책도서관 전시는 팔순이 넘은 할머니들의 그림책 프로젝트는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해 화제를 모았으며, 한국관에서 인기가 

높았음(김영분 할머니 그림책‘내인생의 그림일기 만들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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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관 전시 

한국관 메인 전시 순천그림책도서관 전시

한국관 33개 출판사 전시

한국관 33개 출판사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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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트전(한국 그림책 작가전)

- 한국 그림책 작가 6명 선정 : 권아라, 손혜란, 안경미 이순옥, 황성혜, 황은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트전 메인 부스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트전 관람

한국 그림책 작가 황성혜 한국 그림책 작가 권아라

한국 그림책 작가 황은아 한국 그림책 작가 이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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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로냐라가치상 한국 역대 수상작가 리스트 
 년도 구  분 수 상 제  목 작 가 출판사

2018

 오페라프리마  우수상 너는 누굴까? 안효림  반달

 뉴호라이즌 대  상 나는 춤춘다 배유정  반달

 Art-Architecture 
&Design  우수상 벽 정진호  비룡소

2017  픽션  우수상 이빨 사냥꾼 조원희 이야기꽃

2015

 픽션  우수상 담 지경애 반달

 픽션  우수상 나의 작은 인형상자 정유미 컬쳐플랫폼

 논픽션  우수상 민들레는 민들레 김장성 글
오현경 그림 이야기꽃

 뉴호라이즌  우수상 떼루떼루 박연철 시공주니어

 오페라프리마  우수상 위를 봐요 정진호 은나팔

 북스앤씨드  우수상 세상에서 가장 큰 케이크 안은영 글
김성희 그림 주니어김영사

2014
 오페라프리마  우수상 The Hair 김수영 썸북스

 뉴호라이즌  대  상 먼지아이 정유미 컬쳐플랫폼

2013
 픽션  대  상 눈 Eyes 이보나 흐미엘레브스카 창비

 오페라프리마  우수상 가시산 박선미 썸북스

2012  오페라프리마  우수상 그리미의 하얀캔버스 이현주 상출판사

2011
 논픽션  대  상 마음의 집 김희경 글

이보나 흐미엘레브스카 그림 창비

 논픽션  우수상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시공주니어

2010  논픽션  우수상 석굴암 최미란 웅진씽크빅

2009  논픽션  우수상 미술관에서 만난 수학 김윤주 여원미디어

2006  픽션  우수상 마법에 걸린 병 고경숙 재미마주

2005
 픽션  우수상 팥죽할멈이 온다 윤미숙 웅진닷컴

 논픽션  우수상 지하철은 달려온다 신동준 초방책방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6776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8127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4698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3162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2636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2637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2494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1557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2638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2722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2290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2639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1694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5563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0372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10607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9168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8662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6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6856
http://www.picturebook-museum.com/user/book_detail.asp?idx=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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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한국전자출판물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운영 운영, 한국의 

전자출판 콘텐츠 및 기술을 소개함

  ❍ 올해 한국전자출판관에는 디앤피코퍼레이션, 유니닥스, 뷰아이디어, 

     빅토리아프로덕션, 엠플레어, 아이포트폴리오, 스마트한 등 7개사 참가

  ❍ 차세대 신성장 동력인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전자출판 콘텐츠와 디지털 

출판 솔루션, 온라인 그림책 플랫폼을 선보이며 IT·문화강국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 소개

한국전자출판물관 전시 부스

앱 연동 동화 읽어주는 온라인 그림책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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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상-볼로냐 아동 도서전 / Fundación SM

    (International Award for Illustration-Bologna Children’s Book Fair / Fundación SM

  ❍ 볼로냐 아동 도서전과 Fundación SM은 2009년 아동 도서 및 독서 증진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상은 우수한 작품이지만 아직 인정받지 못한 35세

미만의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재능을 발굴, 장려하며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로냐 아동도서전 Illustrators Exhibition에

선정된 작가 중 한명에게 수여됨 

  ❍ 이 상을 받게 되면 1년 동안 스페인 출판사가 세계 시장에 게시 및 발표 할 

그림책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1만 5천 달러의포상금이 주어지며,

이 책의 원본 삽화는 볼로냐 아동 도서전의 다음 해에 우승자 전용 전시

회 개최

  ❍ 2018년에는 크로아티아(Croatia)의 벤디 베르 니치(Vendi Vernić)가 선정됨

  ❍ 이 젊은 예술가는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독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며, 그녀의 작품은 시적이며 매력, 유머와 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받음

벤디 베르 니치(Vendi Vernić) 일러스트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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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냐 최고의 어린이 출판사 상

   (BOP - Bologna Prize Best Children's Publishers of the year)

  ❍ 55th Bologna Children 's Book Fair, BolognaFiere 및 AIE 이탈리아 출판사 협회는 

올해 제6회 BOP 상(최고의 어린이 출판사상)을 수여함

  ❍ 2017년 전세계 출판사에서 제작 한 편집 프로젝트, 전문 기술 및 지적 자질을 

심사하며, 동시에 상금은 여러 국가와 무수한 사람들 간의 지식과 아이디어의 

상호 교환을 촉진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등 각 지리적 영역 당 하나씩 6 개의 상이 수여됨

  ❍ 수상 출판사

    - AFRICA

     ․ Jacana Media  - South Africa

      (http://www.jacana.co.za/)

    - ASIA 

     ․ Fukuinkan Shoten Publishers – Japan
      (http://www.fukuinkan.com/) 

    - CENTRAL AND SOUTH-AMERICA

     ․ Ediciones Tecolote – Mexico

      (http://www.edicionestecolote.com/)

    - EUROPE 

     ․ Dwie Siostry Publishers –Poland
      (http://www.wydawnictwodwiesiostry.pl/)

    - NORTH AMERICA

     ․ Editions D'eux – Canada
      (http://editionsdeux.com/a-propos/)

    - OCEANIA

     ․ OneTree House - New Zealand
      (https://www.onetree-hou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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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주빈국(2018 Honour Guest Country): 중국(CHINA)

❍ 2018년 주빈국 상징로고 및 포스터

❍ 중국관 전시 내용

   -‘DREAM’을 주제로 독서를 통한 밝은 미래와 멋진 꿈을 상징하는  

어린이와 팬더 상징 이미지로 사용함. 600㎡의 면적을 차지하는 China 

Pavilion은 부스 번호 B127로 Hall 26에 위치

   - 지적 계발, 만화 및 만화, 부모-자녀 독서, 중국어 학습 및 과학 교육에 

관한 다양한 도서가 전시되었으며 도서 전시 구역, 문화 전시 구역 및 

활동 구역으로 구분됨. 방문객들은 중국에서의 어린이 출판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배우고 중국 출판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

   - 중국에서의 어린이 출판사 역사, 출판사 포럼, 국제 아동 출판 회의 및 

중국 전통 그림책 소장 도서 등 다양한 전문 행사 및 문화 전시회가 개최 됨

   - 중국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 인 Original Chinese Illustrations 

전시회는 Illustrator 's Café 옆의 서비스 센터에 소개되었음. 여기서  

디자인 철학은 중국의 전통 경관과 정원을 재현하여 시적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30 명의 중국 일러스트레이터가 147점의 오리지널 일러스트를 전시함

   - Cao Wenxuan, Han Yuhai, Yu Hong을 비롯한 유명한 어린이 작가들이 

중국의 삽화가 및 출판사와 함께 국제 박람회 및 독자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였음



- 20 -

❍ 중국관 전시

‘DREAM’을 주제로 하는 주빈국 중국관 베이징 리딩 페스티벌 개최

중국관 도서 전시

중국관 도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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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주목받은 코너

❍ 전시속의 전시 <글자 없는 그림책(Silent book)>展

2018년 글자 없는 그림책 전시 모음

눈으로만 읽고 느끼는 글자없는 그림책

2018년 글자 없는 그림책 전시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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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판매장(International Book Shop)

   ㆍ 볼로냐 아동도서전의 전시관 중 메인부스에서는 전 세계의 그림책을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ㆍ 구입 및 도서 전시,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참가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

     - BPB(Best Picture Books): 볼로냐 라가치상의 역대 작품

     - TT(Teen Track): 청소년들의 나이에 맞게 읽을 수 있는 작품

  ❍ 일러스트레이터 월(wall)

   ㆍ 전세계 그림책 작가의 자기홍보 공간

   ㆍ 그림책 이미지, 작가 명함, 책갈피 등 각종 홍보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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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BY(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홍보 부스

IBBY 홍보부스 방문 및 각국 출판물 자료 수집  

 ※ IBBY 출판자료 목록 수집( ‘18. 8월, IBBY홈페이지 확인 수집)

□ 현장 수집자료

한국관 홍보자료 한국관 도서목록 등

도서전 리플릿 및 행사개요 도서전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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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볼로냐 아동도서전이 열린 전시회장은 메인 홀 외 총 6개의 홀로 구성되어

규모로는 한국 무역센터전시장의 약 5배의 크기이며, 각 홀은 나라별, 언어

권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한국관은 22홀에 크고 넓게 마련되어 개최되었음

❍ 세계적으로 어린이 책은 국내외 모두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 어린이 

독자의 감소로 시장이 많이 위축된 형편임에도 그 미래는 결국 세계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그림책을 만들고 자유로운 그림책 창작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기치 아래 도서전은 성황을 이루었음

❍ 지난 시절 그림책의 역사가 전형적인 백인 남성의 역사였지만, 최근의 흐름과 

함께 이번 도서전에서도 페미니즘과 성 평등은 중요한 흐름  으로 나타났음

❍ 다양한 분야에 수상작을 배출한 한국은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에 속함. 볼로냐 아동도서전에 가면 한국관부터 보라고 

말하는 일러스트레이션 전문가들이 있을 만큼 우리 작가와 출판인들이 

세계 그림책의 경향을 신선하게 이끌고 있으며, 다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작을 배출하고 있음

❍ 순천그림책도서관 전시는 한국관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팔순이 

넘은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해 화제를 모음. 

     - 주요 전시 도서는 할머니들의 그림책 프로젝트였음. 

     -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해 문맹으로 살아왔던 팔순이 넘은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고 그림을 그려서 자신들의 인생을 담은 그림책을 창작했음.

     - 뒤늦게 작가가 된 그들은 볼로냐에 진출했고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 격찬을 받았음. 

     - 볼로냐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각국 관계자들은 노인 인구의 문화적 활동을 위한 

훌륭한 사례로 취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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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전의 또 다른 이슈는 ‘글자 없는 그림책(Silent book)’이었는데, 

수상작인 <나무, 춤춘다>를 비롯한 한국 그림책들이 글자 없는 그림책의 

예술적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것에 높이 평가받음

❍ 우리 그림책들은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말의 자리, 목소리의 크기를 

내어 주기 위해 그림이 전달할 수 있는 의미는 그림에게 맡긴다는 

그림책의 본래적 태도를 구현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우리나라 아동출판사들은 적극적으로 작품을 홍보하고 출판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실제로 많은 세계적 출판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우리나라 아동출판 시

장의 국제적 경쟁력과 위상이 높아졌음을 느꼈음

❍ 볼로냐 아동도서전 현장에서 각 국의 권위 있는 출판사 및 현재 발행하고 

있는 신간자료 목록을 조사할 수 있었고, 이 자료를 통해 양질의 외국도서를

구입하여 학교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및 연구자 이용자에게 연구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 외국자료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이번 

도서전에서 교류를 맺은 출판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향후 외국자료 장서확충에 도움을 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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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세계 아동출판사 현황

순번 출판사명 홈페이지 연락처 출판 분야 비고
(국명)

1
Editions
Casterman
S.A.

www.casterman.com 32-2-2098301
Activity books, Board
books, Picture book,
Geography

Belgium

2 Pastel-L'Ecolo des
Loisirs www.ecoledeslosirs.fr 32-2-7361605 Board books, Picture

books Belgium

3
China
Intercontinental 
Press

www.thatsbooks.com 86-10-82000236
Novelty books,
Picture book,
Cooking, Science

China

4

Cyprus
Association
on Books
for Young
People

www.cybby.org 357-22-474804 Fiction, Novels, 
Fairy tales Cyprus

5 Auzou
Mediacom www.auzou.biz 33-609-933085 Picture book, Activity books, 

Pop-up books France

6 Didier
Jeunesse www.didierjeunesse.com 33-1-49544830 Board books, Picture books, 

Fiction, Fairy tales, CD/DVD France

7 L'Ecole/L'Ecole des
Loisirs www.ecoledeslosirs.fr 33-1-42229410

Board books, Picture books, 
Comics,
Fiction, Novels

France

8 Helium www.helium-editions.fr 33-1-45879915 Activity books, Board books, 
Picture book, Fiction France

9 Lirabelle www.lirabelle.fr 33-4-66802365 Picture books, Fiction, Fairy 
tales France

10 Editions du
Rouergue www.lerouergue.com 33-1-55426512 Picture books, Fiction, Fairy 

tales France

11 Seuil
Jeunesse www.seuil.com 33-1-41488210 Activity books, Board books, 

Novelty books, Sport France

12
Maurizio
Corraini
SRL

www.corraini.com 39-0376-322753 Picture book, Painting and 
colouring books, Pop-up books Italy

13 Giunti
Editore spa www.giunti.it 39-055-50621

Activity books, Board books, 
Novelty books, Colouring 
books

Italy

14 Giunti Junior www.giunti.it 39-055-50621
Reference books,
Fiction, Novels,
Poetry

Italy

15 Giunti Kids www.giunti.it 39-055-50621 Art, Biographies,
Pop-up books,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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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n, Teaching,
Text books

16
Giunti
Progetti
Educativi
SRL

www.giuntiprogettieducati
vi.it 39-055-5062391 Education, History,

Psychology, Teaching Italy

17 Kalandraka
Italia www.kalandraka.com 39-055-3840340 Board books, Picture books, 

Poetry Italy

18 Motta Junior www.giunti.it 39-055-50621 Picture book, Activity books, 
Pop-up books Italy

19 Orecchio
Acebo SRL www.orecchioacerbo.com 39-06-5811861 Novelty books,

Picture books, Novels, Poetry Italy

20
Fukuinkan
Shoten
Publishers,
Inc.

www.fukuinkan.co.jp 81-3-394420032 Activity books, Board books, 
Picture book, Science Japan

21 Kodansha
Ltd www.kodansha.co.jp 81-3-53953576

Activity books,
Picture books, Art,
Non-fiction, Comics

Japan

22 Edelvives www.edelvives.es 34-91-33448-81-
82

Picture book, Activity books, 
Fiction Novels Spain

23 H a r p e r C o l l i n s 
Publishers www.harpercollins.co.uk 44-20-87417070

Pop-up books,
Novels, Fiction,
Novelty books,
Picture books

UK

24
Walker
Books
Limited
including

www.walkerbooks.co.uk 44-20-77930909
Picture book, Activity books, 
Pop-up books, Non-fiction, 
Novels

UK

25 Chronicle
books www.chroniclebooks.com 1-415-5374200

Art, Fiction Novels,
Picture books,
Activity books

USA

26
H a r p e r C o l l i n s 
Children's
Books

www.harpercollins.com 1-212-2077926 Activity books, Board books, 
Picture book USA

27
Ingram
Content
Group

www.ingramcontent.com 1-615-7935000
Picture book,
Language courses,
Music, Psychology

USA

28
Simon &
Schuster
Children's
Pub.

www.simonandschuster.co
m 1-212-6984356 Picture book, Activity books, 

Pop-up books, Biographie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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