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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과 대
학원을 졸업했습니다. 1972년 후쿠인칸쇼텐에 입
사하여 약 23년 동안 어린이책 출판사에서 일했습
니다. 1997년 11월 저작권 관리를 하는 미디어링
이웃 나라에서 바라본 우리 그림책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세계의 어린이책과 작가들』
그림책 작가의 작업실

크스 재팬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은 과도기에 있던 우리 그림책 세계의 현장을 이웃 나라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본 생생한

한국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일본 그림책 작가 16명의

현재 비영리단체 ‘어린이책 WAVE’의 대표이자 일

체험기다. 과거 속에서 미래가 있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 그림책이 세계의 어떤 독자와도

본서적출판협회 지식재산위원회 등을 맡고 있습

소통할 수 있는 보편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지난날의 우리 모습을 되돌

니다.

작업실 풍경을 보여 준다. 작가들이 그림책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림책 작가와 작
품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작가를 이해하고 그림책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다.

아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책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책이 도
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황진희

- 류재수 (그림책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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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림책 여행을 할 때

에게 우리의 저작물을 소개한 호즈미 선생의 숨은 노력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 강우현 (그림동화작가/그래픽디자이너)

가장 마음이 설레고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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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다는 점 외에도 한국의 그림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출판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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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그림책이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작가 개인의 역량이 우

았다!』 등 많은 책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황진희

그림책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합
니다. 『숲으로 읽는 그림책테라피』를 지었고, 『태
어난 아이』 『왕이 된 양치기』 『스스로 생각하는 아
이』 『그래도 넌 내 친구!』 『비 오니까 참 좋다』 『잡

-그 들 의

황진희
•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
‘좋은 그림책은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어떤 그림책을 읽어

년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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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야 할까?’ 그림책을 읽어 주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지
도서이다. 어른 스스로 먼저 공감하고 감동한 그림책을 어
린이에게 읽어 주고 보여 주면서 그림책과 어린이들이 쉽
게 어울릴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제안한다.
마쓰이 다다시 글 | 이상금 옮김 | 226쪽

그림책테라피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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