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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웨덴은 몇 십 년 전만해도 문학에 관한 한 많은 면에서 주변 국가였지만, 역동적이며 혁신적
인 발전을 거듭하여 최근 들어서는 뛰어난 그림책들 덕분에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스웨
덴에서 수출되는 아동 문학책이 전 세계 외국도서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스웨덴의 어린이와 문화에 영향을 준 그림책의 탄생과 발전과정을 19세기 중반 이전의 그림책
준비기, 19세기말의 그림책의 탄생 및 20세기 중반 이전까지의 그림책 형성기, 20세기 중반의 그
림책의 확장기, 20세기 중후반의 그림책 변화기,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그림책 다양
화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출판문화, 사회적 배경, 그림책의 문화적 특징, 대표 작가 및 작품 등
을 고찰하였다.

《주 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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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그림책(picture books for children)
∙그림책 발달사(history of pictur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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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그림책이란 그림을 위주로 엮은 어린용 책으로 정의되며, 문자 텍스트와 시각 텍스트의 상호
보완적 형태로 구성된다. 즉, 시각 텍스트가 문자 텍스트에 비해 갖는 공간적 차원에서의 지배
적 특징을 잘 살려, 이야기를 두 유형의 텍스트를 상호 보완적으로 합성하여 전개하는 아동 문
학의 하나의 표현방법으로 볼 수 있다(이성섭, 2006).
그림책 분야에서 스웨덴은 국내 아동문학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주변국으로 인식되
어 왔다. 실제 스웨덴은 몇 십년 전만해도 문학분야에 관한한 주변국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
후 역동적이며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여왔으며, 특히 그림책 분야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Astrid Lindgren)의 “말괄량이 삐삐”를 필두로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닌 국
제적 주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스웨덴에서 수출되는 아동 문학책이 전세계
외국도서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itton, 2006).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스웨덴 그림책의 발달과정을
출판문화의 배경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고찰코자 한다. 비교적 늦게 어린이 그림책 출판이
시작되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어린이 그림책 출판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점
에서 스웨덴의 그림책 발달과정에 대한 고찰은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스웨덴은 유럽 대륙의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 대다수가 매우 가난한
후진 농업국이었으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화에 성공하여 오늘날은 IT 강국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특히 스웨덴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자연 친화적인 산업화를 추구하였으며, 복
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자연과 복지 측면에서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정
책과 자연 보존적 전통은 교육 정책에도 잘 나타나 있다.
스웨덴 출판계와 도서관에서는 어린이 도서를 연령에 따라 분류하는데, 영아를 위한 책, 어
린이를 위한 책(5-9 세), 초기 청소년을 위한 책(10세 이상 13-14세 이하)으로 분류한다. 책의
주제에 따른 세분류 방법으로는 종교, 우화, 도덕이야기, 노래/시, 이야기, 마술/모험, 동물책,
리얼리즘, 정보, 이미지/아트, 만화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세분류 리스트는 어린이 도서 출판
연대기와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즉, 19세기 초나 그 이전의 어린이책들은 기독교책, 우화 혹은
노래 형식으로 존재했으며, 그 후 20세기에 들어 사회 현실을 반영한 책, 정보책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Furuland & Örvig, 1990).

- 2 -

스웨덴 어린이용 그림책의 발달사

스웨덴의 아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Ellen Key(1849-1926)를 들 수 있다. Ellen
Key의 아동 중심 자유주의 교육사상은 사회적인 어린이 존중사상을 이끌었고, 어린이용 그림
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Key, 1900). 또한 Ellen Key의 아동
의 권리에 대한 사상은 아동기에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여 오늘
날 책, 연극, 음악, 춤, 그리고 미술 등은 스웨덴 아동들의 삶의 기본적인 부분이 되었다. 스웨
덴에서는 태어난 아이가 처음 소아과(child health clinic)에 방문했을 때 책선물을 주 것이 이
른바 ‘Book Start' 운동의 일환으로 일반화 된 점은 아동의 문화 접근 권리가 실현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겠다(Huss & Nordentalk, 2005).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 발달 과정을 출판 문화, 사회, 문화적 배경, 그림책의 주제 및 사용된
소재를 바탕으로 그림책의 준비기, 형성기, 확장기, 변화기, 다양화기, 5 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1) 어린이용 출판물이 적었고, 대상도 한정적이었으며, 창작이 아닌 번안물이 주류를 이루었던
19세기 중반 이전의 준비기, 2) 산업혁명에 따른 인쇄기술과 유통 시스템의 발전, 아동 대상
출판사의 등장, 수입 또는 번안 작품에 대한 반동으로 스웨덴 고유문화와 교훈적 주제를 담은
창작물의 출현, 아동 도서관 설립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20세기 중반까지의 형성기, 3) 경제적
부흥에 따른 수요 확대, 출판시장의 부흥, 양성평등 주의, 목가적이고 교훈적인 주제에서 판타
지나 요정 이야기를 담은 주제의 확장 등으로 대별되는 20세기 중반의 확장기, 4) 경제 불황,
반전 및 학생혁명 등의 사회적 분위기, 아동문학의 사회참여로 생활 중심, 일상 중심의 주제
가 등장한 20세기 중후반의 그림책 변화기, 5) 많은 이민자의 포용과 자문화 중심이 아닌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다른 문화와의 교류 중시 정책으로 문화 다양성 증대, 사회문제의
주제화에 대한 반동으로 20세기 이전의 소재 부흥 및 새로운 형태로의 발전, 어린이 독서를 위
한 정책적 지원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화기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스웨덴의 작가들이 어린이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Ⅱ. 어린이 그림책의 발전
1. 어린이 그림책의 발달 준비기 ( - 19세기 중반)
1) 출판 문화

스웨덴에서 18세기까지 어린이를 위한 출판물은 많지 않았지만, 간혹 그림을 담은 경우가 있
었다. 이 때 책은 주로 독일어, 불어, 영어권의 책을 번역한 것들이었으며, 스웨덴에서 창작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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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된 경우는 없었다. 또한 대다수인 일반 대중들은 책을 사서 볼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문자 해독력이 없었기 때문에 책은 매우 한정적으로 상류층을 위해 소량 출판되
었을 뿐이었다. 이 출판물들은 ABC 북으로 알파벳을 가르치거나 발음을 가르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으며, 소재는 성경에서 따오거나 설화에 기초한 도덕적 교훈이 주 주제였다. 현존하는
최초의 어린이 책은 1780년에 스톡홀름에서 출판된 알파벳책인데, 『Barnabok, Children's
Book』 또는 『Kronprinsens barnabok, The Junior Prince's book』 으로 불리운다. 인쇄는
흑백으로 되었으며, 동판화로 되어있다. 그러나 왕자의 개인소장본에 있는 이 책의 그림은 스
웨덴 화가인 엘리아스 마틴(Elias Martin)이 직접 손으로 그렸다.
이 시기에 어린이 대상의 책이건 어른 대상의 책이건 간에 책에 들어간 그림의 종류나 그림
의 스타일 에는 특기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계몽시기 이후 19세기에 공공 교육이 시작
되면서 어린이를 ‘작은 어른’이 아니라 ‘성장하는 인간’으로 보는 견해가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
를 위한 책이란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산업화 이전 스웨덴에는 책 시장이 상류 귀족층에만 제한되었던데 반해 산업혁명 이후에는
대중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으로 인쇄기술이 수공업에서 기계화가 되면서 대량생산
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을 통한 유통방법에도 혁신을 불러왔다. 그림책 역시
인쇄 기술이 진보되어 그림복제 방법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
상은 유럽 전반의 상황이었다. 그림책의 다수는 리토그라피 및 크로모리토그라피 인쇄술이 이
용되었다. 당시 몇몇책은 독일이나 영국 등에서 수입된 그림에 스웨덴어로 글만 덧붙여 출판되
기도 했다(Furuland, Örvig, 1990).
스웨덴에 흥미 위주의 아동문학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계몽주의 문학의 영향
을 받은 1700년대 말 무렵이다. 그 이전에는 주로 교리문답식 모임을 통해서 어린이에게 일반
적인 지식을 전달하였다. 1600년대에 쓰여진 아동문학 작품들은 대개 직․간접적으로 도덕적
입장에서 의도된 저서들로 종교적 색채가 짙었다. 1600년대 스웨덴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으로는 1683년에 출판된 Olof Hermelin의 프랑스어판 스웨덴어 번안본인 『아이들을 정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지침서, Sylvestri du Four Sede-bok, eller kort begrepp, at
underwisa ungt folk til en ärbar och försichtig wandel, utaf fransöskan försvenskad af Olof
Hermelin』와 1604년에 출간된 Johan Skytte의 『스웨덴 왕국의 계승자 Gustaf Adolf에게 바
치는 왕족이 수행해야 할 행동 지침에 관한 간단한 지침서, Een kort Underwijsning; uthi
huad konster och dygder een fursteligh person skall sigh öfwe och bvruke... stelt till...
Gustaf Adolf Sweriges rijkis arffurste』를 들 수 있다. Olof Hermelin의 번안 작품은 1810년
까지 신판으로 계속 출간될 정도로 그 당시 아주 훌륭한 책으로 간주되었다. Johan Skytte의
지침서 역시 왕실의 자녀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책으로
알려졌다(변혜경, 1997). 스웨덴 최초의 아동도서는 독일 목사 Conran Porta의 번역문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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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 우아한 아가씨의 거울, Een sköön och härligh jungfru speghel』로 소녀들을 위한 종교
적 교육 지침서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용 도서는 1800년대 이전까지 약 200권 밖에 출판되지 않았고 출판된 도서
들은 주로 순종적이고 얌전한 행동을 지향하는 어린이들에 관한 것이었다. 책의 내용은 주로
성경 이야기와 기도문, 속담 등을 담고 있거나 종교적, 역사적 인물의 전기나 일대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1700년대 말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흥미 위주의 ‘즐기는 문학’ 이 등장하였으나 도덕성 함양
과 기본적인 지식 습득이 주된 목표였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소재들이 다양해지고 일상의
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졌다. 작품 중에는 어린이의 일상생활, 동화, 모험 이야기 또는 토막 연
극을 소재로 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쓰인 원작을 번역한 것들이 많았다. 그 예로 지금은
아동문학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걸리버 여행기』가 1744년에 스웨덴어로 번역되었고, 그 다
음 해 1745년에는 『로빈슨 크루소』가 번역되어 환상을 소재로 한 모험소설이 등장하기 시작
했다. 또한 작가 미상의 작품이 다수였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서로의 작품을 인용하는 것이 일
반적인 현상이었다(변혜경, 1997).
1800년대 초기의 아동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아이들의 덕행과 부모에 대한 효심, 그리고 나라
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며 인간의 가치와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따라서 이야기
의 줄거리도 권선징악을 테마로 하여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바를 성취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무렵의 아동문학 작품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예의바
르고 부지런하며, 순종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소년, 소녀들로 묘사되어 있다.
2) 사회․문화적 배경

1700년대 말부터 흥미 위주의 아동 문학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1800년대 스웨덴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글을 읽을 수 있었으나 읽을 만한 책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가정에서는 아
이들의 일손이 늘 필요했으며, 넉넉지 못한 경제사정과 부모의 무지로 독서는 권장되지 않았
다. 책 또한 무척 비싸서 가난한 가정에서는 도서 구입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책들도 어려운
성경책, 예배문과 같이 어린이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주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도
서 결핍’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마을과 학교에서는 일련의 자구책을 마련하였는데, 교구도서
관 운동과 정규 교육시스템의 확립이 이에 해당된다(변혜경, 1997).
교구도서관 운동
1800년대부터 교구도서관(sockenbibliotek)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도서관은 어린이와 청
소년의 독서열을 충족시켜 주는데 상당한 구실을 하였으나 국가의 보조가 없어서 운영자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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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문제가 있었다. 1870년대에 이르러서는 몇몇 초등학교 교사들이 사비를 모아 학교 도서관
몇 개를 설립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운영 자금의 부족으로 도서관의 사정은 원만하지 못
했다(변혜경, 1997).
교육제도의 확립
스웨덴에서는 1842년 6년제 정규 교육시스템이 도입되었고, 1868년에 초등학교용 읽기 교과
서가 출현했다. 또한 교회의 일요학교와 활발한 종교 운동 등이 어린이의 독서에 지대하게 영
향을 끼쳤다. 그러나 19세기 말까지 어린이 그림책을 비롯한 어린이 문학은 여전히 중상류층
자제들만의 전유물이었으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러 책 시장이 꿈틀거리고 초등학교 교
사들이 다양하게 어린이의 독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부터 많은 어린이가 책을 접
할 수 있게 되었다.

2. 어린이 그림책의 형성기 (19세기 말 - 1945)
1) 출판문화

스웨덴에서 어린이용 그림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
로 두 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 첫째, 산업혁명 후 인
쇄 기술의 발전과, 둘째, 당시 독일과 영국에서 수입된
그림책들에 등장한 캐릭터들이 별로 특징이 없고, 대량
생산된 그림들이었던 것에 반대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웨덴 작가들의 스웨덴
전래동화와 전래 돌림노래를 소재로 자연 속에서 이를
노래하는 아이들을 묘사하는 그림책이 출현했다. 스웨
덴의 최초 본격적인 어린이용 그림책으로 알려진 옌니
니스트룀(Jenny Nyström, 1854-1946)의 『보육에 관한
책, Barnkammarens Bok, The Nursery Book』(1882)
보육에 관한 책, Barnkammarens
Bok, The Nursery Book- Jenny
Nyström

은 전형적인 스웨덴의 자연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린이
들을 그리고 있으며, 스웨덴 민속 및 북유럽 특유의 문
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니스트룀은 이어 『스웨덴 아

동의 책, Svenska Barnboken, The Swedish Children's Book』을 1886년에서 87년에 걸쳐 2권
출판했는데, 여기에는 당시 민속학자인 요한 노드란데르(Johan Nordlander, 1853-1934)의 글이
그림으로 묘사되었다. 니스트룀과 더불어 스웨덴 어린이용 그림책의 선구적 역할을 한 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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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틸리아 아델보리(Ottilia Adelborg, 1855-1936)이다. 아델
보리의 저작편 수는 극소수이지만, 『아동의 크리스마스
책, Barnens julbok - för mamma och småttingarne,
Children's Cristmas Book』(1885)에 이어 1896년에 출판
된 도덕적 우화인 『깨끗한 피터와 Grubbylea의 아이들,
Pelle Snygg och barnen i Snaskeby, Clean Peter and
the Children of Grubbylea』는 재치있는 내용으로 국제적
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나나 벤딕손(Nanna Bendixon,
1860-1923)은 『Skogstomten, The Forest Brownie』을
1886년에 출판했는데, 이 그림책에는 스웨덴의 자연속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모험과 스웨덴의 숲 정경이 소개되
아동의 크리스마스 책, Barnens

어있다. 이 작품은 벤딕손의 유일한 작품이지만, 자연 속

julbok - för mamma och

에서 벌어지는 모험이라는 소재는 이후의 다른 작품에도

småttingarne, Children's

자주 등장하여 후대작품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Cristmas Book- Ottilia

수 있다(Westin, 1991). 유사한 주제로 이봐 아로세니우스

Adelborg

(Ivar

Arosenius,

1878-1909)는

『고양이의

모험,

Kattresan, The Cat Journey』에서 동심이 담긴 순수한
묘사와 어린이의 모험 세계를 그림책에 담았다(Westin, 1991).
19세기 말-20세기 초 스웨덴 어린이 문학은 질적인 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즉,
보다 심미적인 관점을 중요시하는 교육 방향이 어린이 문학에서도 논의되었다. 특히 사상가이
며 교육 및 여성 운동가인 엘렌 케이(Ellen Key, 1849-1926)는 1900년에 『아동의 세기(世紀),
The century of child』라는 책에서, 모든 아동은 생명, 교육,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적당한 주
거, 건전한 여가활동, 필요한 경우에는 공적 생활에의 권리까지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Ellen Key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생명의 힘, 생명의 아름다움, 생
명의 존귀함을 특히 아동 속에서 발견하고 이를 아동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
한 그의 주장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 결과 아동 중심의 자유주의 교육사상이 펼
쳐지게 되었다. Ellen Key의 교육사상은 사회적인 어린이 존중사상을 이끌었고, 어린이용 그림
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초등학교 교사
들은 어린이 독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교사들은 독서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시작하여,
학교는 독서를 장려하는 채널이 되었고, 어린이들을 위한 저가 양질의 책들이 주기적으로 『아
동도서관 SAGA, Barnbiblioteket Saga』시리즈를 통해서 출판되었다. 이 시리즈는 1899년에
시작되어 1954년에 폐간되었다. 크리스마스 카드와 잡지도 동화 작가들과 삽화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준 매체였다. 교사들의 활동과 더불어 교육 당국에서는 지루하고 단순한 구성의 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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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기 위해
당대의 유명한 작가들과 화가들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작가와 화가들은 스웨덴의 지리, 자연, 역사 등을 소재
로 교재 제작을 하였다. 저술된 교재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교훈적이고 문학적인 걸작으로 꼽히는 셀마 라
거뢰프(Selma Lagerlöf 1858-1940)의 『닐스의 모험,
Nils Holgerssons underbara resa genom Sverige』
(1906-7)이다. 이 작품은 원래 9세 정도의 어린이를 대
상으로 지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창작된 책으로, 버틸
리벡(Bertil Lybeck 1887-1945)의 그림과 함께 닐스의
도덕성 발전, 스웨덴과 스웨덴 사람들에 대해서 다각적
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설명이 포함된 걸작으로 평가되
고 있다. 이 작품은 아동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원하는
책을 읽음으로써 마음에 얻는 것이 있다는 독서에 대한
닐스의 모험, Nils Holgerssons
underbara resa genom
Sverige-Selma Lagerlöf

인식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30여개 이
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
며, 셀마 라거뢰프는 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동시대

화가인 욘 바우어 (John Bauer, 1882-1918)는 크리스마스용 동화 시리즈인 『산타크로스와 트
롤과 함께, Bland tomtar och troll』라는 요정이야기 시리즈에 삽화를 그렸으며, 스웨덴의 전
설적인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은 당대 스웨덴 어린이들에게 감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
라 오늘날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작품으로 남아았다. 욘 바우어 (John Bauer, 1882-1918)의 크
리스마스용 동화 시리즈인 『Frostmo 산악에서 온 아이들, Barnen ifrån Frostmofjället,
Children of the Moor』(1907)은 7명의 고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실적인 이야기
를 그려내고 있다. 이전까지 가난한 어린이들은 주로 상류층의 자선 활동을 묘사하기 위한 배
경으로 이용되었었지만, 고아들이 주인공이 되어 활약하는 사회적 리얼리즘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책 역시 30 판의 재출판에 10개 언어로 번역되는 등 인기를 누렸다. 그 외 헬레
나 니블롬(Helena Nyblom 1843-1926), 안나 발렌베리(Anna Wahlenberg, 1858-1933), 안나 마
리아 루스(Anna Maria Roos, 1862-1938) 등이 주요 작가들이다(Westin, 1991).
스웨덴에서 두 세계 대전 사이에 낀 시기는 스웨덴 문학의 ‘회상(Retropection)’기로 일컬어
진다. 이 시기에 어린이 책들은 주로 요정 이야기나 여름을 보내는 상류층 아이들의 이야기 등
별다른 특징이 없는 책들이 주로 출판되었다. 부르조아의 이상이 더욱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
었고, 반면 사회적 리얼리즘을 보여주는 작품은 드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문학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1920년에서 30년대에 영미권의 판타지 문학이 번역되어 스웨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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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를 누렸다. 또한 엘사 베스코우의 요정 이야기가 현대적 스토리 텔링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림책 분야에서 다양한 예술적 접근이 1930년대의 교육 발전으로 시도되었다.
이 회상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작가로는
오틸리아

아델보리(Ottilia

Adelborg,

1855-1936)와 엘사 베스코우(Elsa Beskow,
1874~1953)를 들 수 있다. 아델보리는 당
시 국제적 명성을 얻었던 작가이자 일러스
트레이터이다. 아델보리는 어린이를 소재로
한 작품에 주력했으며, 대표작으로는 『깔
끔함 피터』, 『구르빌레아의 아이들』,
『깔끔한 펠레와 엉망진창 마을의 아이
들』(1896) 등이 있다. 엘사 베스코우의 작
품들은 스웨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엄마의 생일선물 - Elsa Beskow

도 살아있는 고전이 되었다. 그녀는 스웨덴
그림책을 해외에 알리기 시작한 작가로 평가된다. 그의 첫 번째 그림책인 『아주 작은 할머니
이야기』는 그림책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으며, 『엄마의 생일선물』은 이미 1903년에 독일어
로, 1912년에는 덴마크어로, 1913년에는 영어로 번역된 바 있다. 베스코우 작품은 목가적이며
공상적인 요소가 특징적이며, 특히 정원의 꿈, 이끼 낀 숲속 오솔길, 그리고 이른 여름 꽃핀 초
원 등 스웨덴의 자연을 잘 전달하는 작품으로 평가 받았다. 스웨덴에서는 그녀의 업적을 기리
기 위해 엘사 베스코브 상을 제정, 운영 중이다. 그 외 1939년에 출판된 요스타 크넛손 (Gösta
Knutsson, 1908-73)의 『Pelle Svanslös på äventyr, The Adventurers of Peter No-Tail』는
루시 룬드베리 (Lucie Lundberg, 1908-83)의 그림으로 고양이 펠레의 모험을 재미있게 보여주
었으며, 싱네 아스펠린은 대표작 『버섯 요정들의 그림책』(1944)에서 스웨덴 숲속에서 나는
여러 가지 버섯을 요정들로 만들어 소개하였으며, 각각의 버섯을 운문으로 묘사하는 재치를 보
여주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출판사는 현재도 영업 중인 보니에르 (Bonnier)와 라벤 오크 셰그렌 출판
사 (Rabén & Sjögren)를 들 수 있다.
2) 사회․문화적 배경

1920년대 사회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이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페
르 알빈 한손 총리가 주창한 “국민의 집(folkhem)"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스웨덴을 가
난에서 영원히 해방하고 성, 계층, 사회적 배경 및 기타 상황에 관계없이 공공 부문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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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기본 경제력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능력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재정은 부유층이 주요 경제적 부담을 지는
납세 제도를 골간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는 “제 3의 길”이라 불릴 만큼 당시 누구
도 밟아보지 않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좁은 길이었다.
학교 도서관은 1870년대에 설립되어 이용되기 시작했고, 1911년에는 스웨덴 최초의 어린이
도서관이 스톡홀름에서 개관되어 운영되다가 1928년 스톡홀름 시립 도서관과 통합되었다. 1967
년에는 아동 문학에 대한 지원 기관으로 재단법인 스웨덴 아동 도서 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어린이 대상의 전문 도서관 겸 정보 센터 역할을 담당했다. 이 연구소는 1989년에 스웨덴 왕립
도서관과 연계 운영되었다.
1870년 경 어린이도서에 주력하는 일부 출판사들이 등장하면서 그림책 출판이 증가되었다.
또한 1893년 발족한 스웨덴 작가 협회 내에 아동 문학 작가들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 어린이용 도서 출판은 교육 당국의 관심 부족으로 크게 신장되지 못하였으나,
1800년 말기부터로 종이가격이 저렴해지고 인쇄기술이 발달하는 경제적, 기술적 요인과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확대에 따라 도서 수요량의 증가되어 어린이용 도서의 출판이 용이
해지기 시작하였다.
스웨덴의 아동문학계에 큰 전기(轉機)는 1899년부터 48쪽 분량의 소책자 『아동도서관
SAGA, Barnbiblioteket SAGA』를 간행하기 시작한 일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1892년부터 서
민 어린이를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 Rolkskolans Barntidning』이라는 어린이 신문이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되었고, 1950년에 『어린이 우편, Kamratposten』으로 개칭되어 오늘날
까지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변혜경, 1997).

3. 어린이 그림책의 확장기(1946-1965)
1) 출판문화

1940년대 중반은 스웨덴 어린이 문학이 급격히 확장된 시기에 해당한다. 스웨덴은 전쟁에 직
접 참여하지 않은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전후에 더욱 경제적으로 부강해졌다. 경제 사회가 번
영을 누리면서 출산율도 급격히 증가했고, 아동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어
린이 도서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 심리와 아동의 자유로운 교육에 대한 접
근이 새롭게 부각되어 어린이가 갖고 있는 놀이에 대한 본능과 성장의 단계성 등이 광범위하
게 논의되었다. 어린이 문학에서도 어린이의 눈높이와 어린이의 목소리로 직접 표현되는 세계
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아동문학에 대한 논의로 당시의 비평가인 그레타 볼린 (Greta Bolin)
과 이봐 폰 스베이베릭(Eva von Zweigbergk, 1906-1984)이 저술한 아동 도서에 초점을 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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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서 『Barn och Böcker, Children and Books』(1945)가 있다. 당대에 스웨덴 문학은 다양한
실험 정신과 예술적 혁신을 고취하고 장려하는 풍토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문학의 성장이 어린이 문학에도 영향을 끼쳤다. 1940년대 스웨덴 어린이 문학은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던 황금기로 간주되며, 이런 시도 중에 그림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림책은 동물과 자연 그림을 통해서 옛날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매체
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사회 환경이 묘사되기 시작했다. 자연을
그대로 묘사하는 목가적인 사실주의는 점차적으로 판타지와 요정 이야기의 요소를 담은 사실
주의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Westin, 1991).
가정의 경제적 여유와 부모들의 아동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아동 도서에 대한 사회
적 요구가 증대되었고, 이에 부응키 위해 공공도
서관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아동 도서 시장
의 확대에 따라 출판사들은 아동 도서 분야에 투
자를 늘리게 되었다. 이 때 어린이 도서 출판권수
는 적어도 년간 500권으로 증가하였다.
어린이 문학 혁신의 시기였던 40년대에 이어
60년대 중반까지 어린이 문학은 지속적으로 발전
을 거듭했다. 어린이 독서에 대한 관심은 라디오,
연극, 영화 등에 반영되곤 했다. 어린이 잡지가
새롭게 창간되었고, 신진작가들이 배출되었다. 아
동 심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대다
수의 어린이 문학 작품들이 외로움을 타는 수줍
말괄량이 삐삐, Pippi Långstrump- Astrid

은 아이가 창의적으로 친구를 만드는 창조적인

Lindgren

놀이방법을 다루곤 했다. 특히, 이 시기에 스웨덴
어린이 그림책이 발전되고 관심을 끌었다고 평가

되고 있다.
이 시기에 스웨덴에는 아동도서 작가로서 큰 획을 긋게된 3명의 대표적 작가가 등장하였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Astrid Lindgren, 1907-2002), 레나트 헬싱(Lennart Hellsing 1919-), 토베
얀손(Tove Jansson, 1914-2001)이 그 들이다. 이 작가들이 선사한 이야기, 재미 및 장난기는
어린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Lindbery & Isaksson, 2003). 아스
트리드 린드그렌은 스웨덴에서 가장 사랑을 받아온 이야기책 작가이다. 그녀의 대표작은 『말
괄량이 삐삐, Pippi Långstrump』 (1947)로 세계 60개어로 번역되었으며 4백만부 이상 판매되
었다. 이 작품은 과거에 어린이를 마치 훈육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던 어린이 문학의 교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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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에 도전하는 동시에, 매우 독립적이고 기존 사회의 가치에 의구심을 던지는 말괄량이 소녀
를 그려내었다. 당시의 보수적인 교육 전문가들은 이 작품에 너무 자유분방한 생활방식이 담겨
있어서 소화해내기가 힘들다고 공격하기도 했지만, 이 작품은 일반 대중과 평론가들의 칭찬을
받았다. 슬픔이나 눈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중성적 이미지의 여아를 탄생시켜 독립적인 여
성평등의 물고를 텄다고 인정받았다. 즉, 기존의 얌전하고 수동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헤쳐 나가는 여성상, 남성과 같은 일을 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작품의 배경으로 작가 자신의 어려웠던 경험과 당시 양성평등의 사
회적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린드그렌이 산문영역에서 실험적 내용으로 성공했
다면, 레나트 헬싱은 동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한 작가이다. 아동문학의 궁중시인으로
불리고 있으며, 환상적이고 율동적인 운율과 즐거운 익살을 사용하여 아이들의 운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상당수의 그의 작품은 노래로 만들어져 스웨덴 음악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헬싱은 동시뿐만 아니라 금기의 내용으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예를 들면, 삽화
가 포울 스트뢰는 1965년에 출판된 헬싱의 책 『Sjörövarbok, The Pirate Book』(1965)에 나
체의 여자 댄서의 그림을 그렸고, 1966년작 『Boken om Bagar Bengtsson』 역시 죽음을 지
나치게 해학적으로 다룬 내용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Bananbok, The
Banana Book』(1975)과 『해적책』이 있으며, 그의 작품
들은 10여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토브 얀손은 핀란드 출신의 스웨덴 이민자로 이야기도
쓰고 그림도 그렸던 작가이다. 가름 (Garm) 이라는 정치
잡지의 삽화가로 데뷔를 하였다. 토베 얀손은 해외에서 많
은 인기를 누리는 작가로 그녀의 30여개 언어로 번역되었
다. 그녀는 1945년 무민 계곡에서 무민 엄마와 사는 트롤
요정인 무민(Mumin)의 세계를 묘사한 첫 번째 책을 출판
하였고, 1950년대에 무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책이
되면서 전 세계 어린이의 사랑을 받았다. 1952년에 출판된
『Hur

gick

det

sen?

Boken

om

Mymlan,

Mummintrollet och Lilla My, The Book about Moomin,
Mymble and Little My』(1952)와 1960년에 출판된
Hur gick det sen? Boken om
Mymlan, Mummintrollet och
Lilla My, The Book about
Moomin, Mymble and Little
My- Tove Jansson

『Vem ska trössa knyttet?, Who Will Comfort Toffle』
(1960)은 매우 섬세한 터치를 담은 그림책으로 평가를 받
고 있다. 그녀의 그림은 트롤 요정의 마술 세계를 섬세한
상상력으로 그리고 있으며, 북유럽의 정경을 담아내고 있
다. 안숀은 『즐거운 무민 가족 시리즈』로 한스 크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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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안데르센상을 받았고, 핀란드 최고훈장을 받았다(Westin, 1991).
그 외 유명한 작가인 울프 뢰브그렌 (Ulf Löfgren, 1931-)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어린이 그림
책 삽화가인데, 1959년에 데뷔한 이래 개인적인 스타일, 매우 장식적이고, 때로는 너무 스타일
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작품세계를 선보였다. 1969년에 출판된 그림책인 『Det
underbara trädet, The Wonderful Tree』(1969) 은 그가 어린이 시선에서 본 세상 창조에 대
한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작품이다. 피벤 할드 (Fibben Hald, 1933-)는
『코난 도일』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유명해졌고, 헬싱의 그림책에도 참여하였다. 고도의 예술
성 덕분에 할드는 1960년대 이래로 현대 스웨덴의 어린이 그림책 대표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잉아 보리 (Inga Borg,1925 -)는 산에 사는 파란머리 꼬마 플룹을 탄생시킨 작가이다. 엘사
베스코우의 작품에서와 같이 보리는 그녀의 이야기 속에 전원적인 풍경을 멋지게 그려 놓았다.
그녀의 『플룹과 순록, Plupp och renarna』(1955) 은 아직까지도 스웨덴 어린이 도서에서 가
장 인기있는 캐릭터 중 하나이다(Lindbery & Isaksson, 2003).
라세 샌드베리(Lasse Sandberg, 1924-)는 만화가인데, 1953년에 잉아 보리(Inga Borg)와 공
동작업을 하면서 데뷔했다. 이들은 소재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림책에 활기를 불어넣었
다. 샌드베리의 작품은 특히 어린이다운 순수함을 띤 스타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또한 콜
라쥐 작업을 병행하면서 글과 그림이 재미있게 합성되었
다. 1960년대 이래로 이들은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
는 자질구레한 일상을 단순하고도 교훈적인 이야기로 표
현해 내는 작품을 출판했다. 그림의 배경이 언제나 중요
하게 표현되었다. 아이는 언제나 그림 중앙에 위치하고,
다른 그림책과는 달리 전통적인 훈계자 역할을 하는 어
른이 묘사되었다. 1964년부터 시리즈로 발간된 『Lilla
spöket Laban, Little Spook』이 그의 대표작이다.
일론 비클란드(Ilon Wikland, 1930 - )는 삽화가로
1954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미오 나의 미오, Mio,
min Mio, Mio, my Son』를 시작으로 린드그렌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삽화를 그렸다. 비클란드는 자신의 그림
들에 다양한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는 다재다능한 예술가
미오 나의 미오, Mio, min Mio,

로 평가되었다. 비클란드는 1969년 엘사 베스코우 상을

Mio, my Son-Ilon Wikland

비롯한 많은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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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문화적 배경

전후 기간 특히 1940년대 - 50년대에 스웨덴은 점진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낮고 안정적인
실업률이 유지되는 등 순조로운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기록했다. 공공부문이 점진적으로 확립되고 수많은 사회개혁이 시행되
었으며, 성장하는 부는 국민들에게 비교적 공평하게 배분되었다. 이러한 경제규모 확대는 여성
의 사회적 환경을 바꾸는 요인이 되었다. 즉, 여성노동이 필요한 공공부문이 확대되어 여성의
취업기회 증대를 가져왔다(이헌근, 1998).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1940년대는 1차 세계대전으로 예술 활동이 위축된 시기였으나, 한편
으로는 기존의 억압된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로운 어린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다. 문학계에서도 그 동안 교훈적인 측면의 작품에서 벗
어나 어른과 어린이를 겨냥한 위트 넘치고 천진난만한 일상적인 일을 소재로 한 사실주의 작
품이 쓰여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나던 해인 1945년에는 스웨덴 대표적 동화
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Astrid Lindgren, 1907-2002)의『말괄량이 삐삐, Pippi Långstrump』
가 탄생하게 되었다. 아동 도서 작가를 위해 닐스 홀게숀 상(1950-)과 엘사 베스코브 상
(1958-)이 제정되었는데, 이 상들은 스웨덴 일반 도서관 협회가 각각 작가와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에게 수여하였다. 그 밖에 일간지 엑스프레센의 헤파클룸프(1966-)와 라벤 오크 셰그렌 출
판사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1967-)이 제정되었다.
1950년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서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조세 기반 사회 복지
제도를 구축했다. 수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많은 개혁이 세계 각국의 복지 제도 개
혁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복지에 근간을 둔 사회개혁 정책을 위해 정부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성평등적 관점을 통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성평등을 국가의 정치적, 사회문화적인 핵심 요소
로 삼았다. 양성평등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 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동등한 권
리보장과 기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뿐 아니라 동등한
권력 분배, 나아가 자녀와 가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가족이 맡아야 했던 경제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공공 부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스웨덴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공립 산모 요양 센터에서부터 시작해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이어지는 복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어린이 문화와 관련되어 스웨덴 어린이 도서 연구소가 1965년 발족되어 2년 후부터 운영이
시작되었다. 이 연구소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도서를 스웨덴 및 해외에 홍보하는데 목적
을 두고 설립되었으며, 대중에게 공개 되는 전문 도서관이자 아동 문학의 정보 센터 역할을 하
였다. 스웨덴어로 출간된 모든 아동 도서는 연구소 목록에 기록되어 이곳에 소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스웨덴 아동 문학의 번역본이 소장되어있다. 현재는 스웨덴 아동 문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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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최고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소 웹사이트에는 연구소 소장자료 및 아동문학 분
야의 관련 인사 명단과 스웨덴과 해외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의 요약을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www.sbi.kb.se)의 일부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Lindbery &
Isaksson, 2003).

4. 어린이 그림책의 변화기 (1965-1980)
1) 출판문화

스웨덴 출판 산업의 위기는 경제 호황기 이후에 닥쳤다. 출판사들이 비효율적이고 구시대적
인 구조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호황으로 낙관적인 태도로 안이해져 있었기 때문
이었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의 경제 불황기가 오자 사태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출판사들
은 직원 감축, 구조조정 및 새로운 유통망 개선 등 다각도로 불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했다. 보
니에르스(Bonniers) 사는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출판사로 1965년에 신간 수가 350권이었던 것
이 1972년에 200권으로 줄 정도였다.
70년대 당시 스웨덴에 존재했던 출판사의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책 발간에
특정한 자격이나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형 출판사에서 영세 출판사, 각종 기관, 단체 등이
출판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1)
이러한 출판 산업의 침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도되었다. 즉, 정부는 1975년부터
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며 다양성을 확보하여 결국 독자에게 넓고 질 좋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시작하였다. 스웨덴은 노르웨이와 더불어 국가에서 책 간행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유일한 유럽 국가이다. 이 자금지원시스템2)은 전반적인 문학을 관리하는 스
웨덴 국가 문화 평의회(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ultural Affairs)에서 주관하며, 출판자
들로 하여금 당장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문학책들도 간행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였
다. 자금 지원은 자유 경쟁으로 이루어 졌으며, 책의 품질 향상과 출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1) 현재(2003년) 스웨덴 출판사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약 250 개의 전문 출판사가 스웨덴 도서 시장을 대상
으로 도서를 출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출판에 관한 지원은 스웨덴 국가 문화 평의회에 의해 관리된다. 몇 개의 개별적인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선택된 700에서 750개의 책들이 매년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대부분의 자금은 출판 이후 받도록 되어있
다. 매년 예산은 오천만 SEK (5,308,644유로)이며, 이 금액은 대략 700개의 책을 지원할 수 있는데, 보통
보조금 신청을 하는 전체 출판책의 반 정도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에 대한 평가는 작가. 번역
가, 비평가, 교사, 사서, 그리고 전문가, 최소한 2명의 독자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매년 네 번에서 여섯 번
정도 평가한다. 지원 기준은 작품의 질에 있다. 자금 지원이 출판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효과
를 확실히 증명할 뚜렷한 통계는 없지만 일정수의 소,중형 출판사의 유지와 무분별한 합병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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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975년에 시작된 이 지원 시스템은 현재도 본래의 목적 하에 운영되고 있는 출판분야
의 한 부분이 되었다(Birgitta Modigh, 2002).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스웨덴 아동 문학의 사회 참여 시기에 해당된다. 1965년 이후 스웨덴
사회에 퍼져 있던 반전 분위기와 1968년 전후 학생 혁명 등 급진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린이
도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어린이 도서의 기능은 이제 현실 생활에 대해서 의문
을 갖고, 국제적 문제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담는 데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
러한 새로운 접근방식은 1970년에 발간된 그림책 다수에 공통되게 나타났다. 작품으로는
『Här är Nordvietnam!, This Is North Vietnam』, 『En by i Sydamerika, A Village in
South America』등을 열거할 수 있다.
또한 작가들은 사회 체제 안에서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갖가지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
루었으며, 인생의 모든 어두운 면들이 아동 문학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부모의 이혼, 알코올 중
독, 범죄 행위,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끔찍한 일, 아동 심리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선생님들,
시골에서 거대한 도시로 이사한 데 따른 상처들, 잔인한 친구들에게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
는 일, 동생에 대한 질투, 십대 미혼모 등등. 가끔 작가들은 누가 아동 도서에 가장 끔찍한 이
야기를 쓸 수 있는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갈등에 대한 목가적이고 감성적인 해
결책은 사라지고, 책은 잔인한 동료들 ․ 무심한 부모들 ․ 이해심 없는 교사들에 둘러싸인 불
행하고 외로운 아이들로 넘쳐났다. 가장 보편적인 감정은 공포와 절망이었다. 『펠러린 아빠의
딸, Pappa Pellerin's Daughter』(1963)과『밤중의 아빠, The Night Daddy』(1968),『아빠 대
신 레페, And Leffe Was, Instead Of a Dad』(1971)에서 어린이들은 종래 그림책에서 접하지
못했던 사회의 어두운 면을 읽게 되었다. 『Sprätten satt på toaletten, When the Boss Went
to the Toilet』의 작가인 아니카 엘름크비스트 (Annika Elmqvist, 1946-)는 인류의 환경 파괴
에 대한 교훈적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이 책에서는 자본가가 공장 폐수와 그의 화장실 오물
로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는데 대항하여 동네 주민들이 자본주의의 횡포를 막고 오물정화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급진적인 내용을 담은 책들은 어린이들에게 유치원 등에서 목소
리를 높여 정치적인 힘을 쟁취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는 등 정치적 갈등과 토론에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권장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 환경과 사회의 문제점을 부
각하는 등 어린이 문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으나, 때로 작가들의 정치적인 입장은 너무 어
른 중심이어서 사실 어린이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Westin, 1991).
라쉬 클린팅의 책에 등장하는 『비버 소년 카스토르』는 목수일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바느
질과 페인트 칠도 하며 빵도 굽는 등 기존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또한
구닐라 볼데 (Gunilla Wolde, 1939-)는 ‘망치질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환경을 일깨워가는 독립적인 어린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의 그림책은 아동문학에서의 변화와 같이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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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림책에서 조차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작가들은 어린이의 감성 발달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가득한 사회를 어떻게 해석해서 전달해
주느냐를 고민했다. 그 결과 그림들은 간결하고 순수한 필치를 보여주었으며, 꾸밈이 없고 절
제된 색채가 사용되었다. 그림책들은 의식적
으로 자연 속의 목가적인 이미지들을 배제
했다. 대표적 작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닐라

볼데(Gunilla

Wolde,

1939-)는

『내러티브 그림 이야기 책』에서 그림책의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였다. 이 작품은 토테
(Totte)라는 어린이가 그를 둘러싼 세계를
점차적으로 이해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것으
로, 볼데는 여기서 말을 아직 배우지 않은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
을 개척했다. 『Totte går ut, Thomas Goes
Out』와 『Totte bakar, Thomas Has a
Bath』는 1969년에 출판되었는데, 스웨덴 뿐
Totte bakar, Thomas Has a Bath- Gunilla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명해진 작품으로,

Wolde

이 책에서 소개된 새로운 형식은 후배 작가
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구닐라 베리스트룀(Gunilla Bergström, 1942-)
은 알폰스 오베리 (Alfons Åberg)와 아빠의 생
활에 대한 그림책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베리스
트룀은 두려움, 질투심, 이기심 같은 감정을 작
품에 나타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유머을 근
간으로 하였다. 오베리 시리즈는 스웨덴 아동
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되며, 오베리는 스웨덴에
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가운데 하나이다.
마리아 그리페(Maria Grape, 1923-)는 아동부
터 청소년까지, 리얼리즘에서 환타지와 요정 이
야기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환타지

Har du sett pa daggmasken, 지렁이를

작품으로는 『엘비스 칼손, Elvis Karlsson』

보았어요- Gunilla Ingves

(197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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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닐라 잉베스 (Gunilla Ingves, 1939- )는 자연에 대한 책들을 써왔다. 그의 작품 중 『지렁
이를 보았어요!』(1976)는 지렁이의 번식, 습성과 땅을 기름지게 하는 역할, 몸의 일부가 잘려
도 재생이 되는 특징 등이 간결한 그림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레나 안데숀(Lena Anderson), 1939- )은 부드러운
구체성과 따뜻함을 융합해 린네아, 리누스, 마야 등의
캐릭터를 그려낸다. 안데숀의 캐릭터들은 스웨덴 아동
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 린네아와 마야의 자연 그림
책들은 매우 아름답고 세부 묘사가 뛰어나며 유머가
가득한 작품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의 아
동들에게 걸맞게 부드러운 수채화풍을 띤다.
2) 사회․문화적 배경
70년대 스웨덴은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 역시 가정 밖에서 일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취학전 아동이 일하는 어머니를 갖는 것이
Majas Lilla Grona - Maja's Little

이례적이었지만, 1970년에는 스웨덴 남성의 85%, 스웨

Green Book - Lena Anderson

덴

여성의

50%가

노동시장에

참여했다

(http://www.scb.se/templates/).3) 여성이 남성과 동등
한 조건에서 자유롭게 사회적 노동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가족정
책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보육서비스의 확대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5. 어린이 그림책의 다양화기 (1980 - )
1) 출판 문화

스웨덴 정부는 어린이들의 독서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며, 많은 프로젝트들이 기획되고 실행
되고 있다. 1999년부터 스웨덴 국가 문화 평의회는 아동용 도서의 목록을 제작하여 대중들에게
출판 현황을 알려 왔다. 그 외에도 스웨덴에서 출판된 18개 언어, 240여권의 비스웨덴어 어린
이책을 소개하는 목록도 제작한다. 여러 기관과 출판업자들 외에 비정부기구들도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많은 수의 비영리 단체도 아동 문학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
예로 아동문학에 기여한 바가 큰 작가에게 수여하는 스웨덴 아동 도서 아카데미의 “엘드셸스
3) 2003년, 스웨덴 남성의 79.9%, 여성의 76.2%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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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제정되었으며, 국제 청소년 도서 위원회 스웨덴 지부에서는 “걸리버 상”을 제정하였다.
여러 소수 민족 언어 문학의 보존과 보다 질 높은 문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스웨덴의 문화에 대한 국가 방침이다. 따라서 스웨덴 289개의 자치제 안에 대략 400
여개소의 책방, 몇 개의 북클럽, 500 곳의 공립 도서관, 100 곳의 이동도서관이 존재하여 사람
들에게 혜택을 준다. 오늘날은 인터넷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도서 업계에서는 도서간행을 간편
화하고, 보다 전문화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에 사람들은 쉽게 문학에 접근하게 되었고, 이를 더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Lindgren, 2002).
1998년부터 5년 동안 스웨덴 도서관은 어린이용 책을 사기 위한 2천 5백만 크라운(화폐)를
보조받았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치시의 공무원이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설명하면 된다(Lindgren, 2002). 1980년대 중반의 전국적인 아
동 도서 주간 제정, 작가 학교 방문 사업과 다수의 기초지자체들의 독서 장려 프로젝트가 또
다른 기여 요소가 되었다.
오늘날 스웨덴에서는 대출 도서의 거의 1/2이 아동 도서이며, 최다 대출 스웨덴 작가 20인은
거의 모두가 아동 도서 작가들이다. 일간지들이 여전히 아동 도서 비평과 아동 도서 토론에 일
정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아동 문학계에서는 6개의 관련 잡지들이 간행되고 있다(Lindbery
& Isaksson, 2003).
최근까지 스웨덴에서는 책 출판에 있어 덴마크와 함께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25%)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2002년부터 스웨덴 정부는 독서 증진을 위해 이 부가가치세를 6%로 낮추었다.
또한 정부는 출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국가문학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지원 받은 책 중에서는 어린이 책이 평균 83%을 차지한다는 점은 아동도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Lindgren, 2002). 또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유럽 연합 프로그램 문화
2000”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소설 번역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소
수 언어를 번역하거나 소수 언어로 번역할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유럽 작가이고 유럽
국가의 언어로 쓰여진 책에 한정하였으며, 해마다 약 250편의 작품에 대하여 선금의 형태로 지
원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브뤼셀에 소재하고 있는 유럽 연합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로 연락 사무소가 있다. 스웨덴에서는 스웨덴 문화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Lindbery & Isaksson, 2003).
이 시기에는 20세기 초까지의 그림책에 인용된 소재를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였는데, 형
식은 과거에 비해 더욱 더 실험적이고 다양화 되었다. 그 동안 그림책에서 밀려났던 그림의 공
간은 1980년대 들어와 다시 풍성한 세부 묘사의 세계가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적 문제
중심의 리얼리즘, 정치적 토론 등이 어린이 문학에 반영된 것에 대한 반동으로 태동되었다. 설
화는 다시 스웨덴 어린이 문학으로 돌아와 르네상스를 구가하였으며, 여기에 새로운 형식에 대
한 예술적 탐구정신이 더해졌다. 리얼리즘, 상상력, 마술 등이 요정 이야기와 혼합되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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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을 이야기 전달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증대되었고, 글과 그림 사이에 상호작용에 대
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났다. 또한 영화와 만화책 같은 매체에 영향을 받은 창의적인 작가들이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나갔다. 스웨덴에서 아동문화와 관련해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들
에게 공상과 상상의 날개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에게 현재의 삶을 보여줄 방법을 찾고있
다. 이 시기 그림책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Lundgren, 2001).
강한 여자아이 - 성(gender)관점
종래의 연약하고 소극적인 이미지로 정의되었던
여자아이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보인다. 최근 강
하고, 용감하고, 튀는 여자아이들이 그림책에 등장
하였으며, 소녀가 주도권을 잡고, 무서워도 도망치
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 Pija Lindenbaum(1955- )
이 쓴 『기탄과 회색 늑대들, Gittan and the
Grey Wolves』는 가장 좋은 어린이 책을 뽑는 스
웨덴의 아우그스트 상(August Prize)을 2000년에
받은 작품으로 매우 슬기롭고 해학적이다. 기탄
(Gittan)은 여자 아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절
대 하지 않는 겁이 많은 소녀이나, 어느 날 그녀
는 유치원 그룹에서 떨어져 회색 늑대들과 마주치
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얻는 과정을 그린
기탄과 회색 늑대들, Gittan and the Grey
Wolves- Pija Lindenbaum

것이다. 그림에서 빨간색이 지배적인 색깔로 사용
되었다. 종래의 여성적 이미지를 뛰어넘는 성역할
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 우정, 그리고 가족
사랑과 우정은 그림책의 중요한 주제이며, 그림책이 갖는 다양성은 현재 스웨덴의 가정의 실
제를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혼한 부모 또는 동성애 가족 같은 가족형태의 현대적 다양성
까지 포괄하고 있다. Cecilia Troudd(1942- )는 그녀의 만화 『The Lonely Mother』를 통해서
아버지 없이 엄마와 살아가는 아이의 가족생활을 묘사 했다. 존재하고는 있지만 같이 지내지
않는 것이 좋은 아빠의 존재를 그리고 있는데, 이혼비율이 높은 스웨덴 가정의 문제를 아이들
에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 20 -

스웨덴 어린이용 그림책의 발달사

분리된 세계 - 아이와 어른
많은 그림책에서의 기본적인 주제 중 하나는 아이들과
어른들 세계의 차이점들이다. 이미 어린 시절을 지내오기
는 했지만 아이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의 세계는
아이의 세계와 분리된 상태에 있다. 어른의 관점에서 보
는 그림책은 이야기의 관점이 매우 유치하다. 그러나 아
이의 관점은 아버지의 그것과 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어린이들과 어른들은 똑같은 것을 보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넓고 큰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 반면에 아들은
달팽이, 풀 같은 세세한 것을 보기 원한다. 그림책은 이러
한 차이를, 어른의 세계와 아이들의 세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돼지는 에바 에릭손(Eva Eriksson,
1949- )과 바브브로 린드그렌(Barbro Lindgren, 1937- )이
나에게도 친구기 생겼어요 - Eva

어린이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하나의 소제(등장

Eriksson

인물)이다. 그림책에서 동물을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
상하지 않는 일이며, 동물을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일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많은 이야기들은 그저 우화일 뿐이지만 작가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은 이야기 속에 있다, 그림책이 어른들에게 자신이 어릴 때를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좀더
어린이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책은 어른의 세계와 아이들의 세계의
차이를 좁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삶과 죽음
그림책들은 죽음 같은 어려운 주제를 잘 다룰 수 있다. 본문과 삽화들이 어우러져 만드는 특
별한 구상이 그 이유일 것이다. 린드그렌과 Charlotte Ramel은 최근 그림책 『Gunnar the
Angel Falls Down』에서 목숨을 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부활된다는 소망을 다루고
있다. 천사인 Gunnar는 마법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려졌다. 이렇게
어린이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것도 불가능 하지 않다.
해학
해학은 현대 스웨덴 그림책에 중요한 요소이며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책에서도 나타난다. 해
학은 많은 단계와 많은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그림들이 자주 이야기에 대한 유머스러운 비판을
한다.
이 시기 대표적인 작가와 삽화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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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브브로 린드그렌(Barbro Lindgren, 1937-)은 근심
없는 삶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작가로 묘사되곤 한다.
린드그렌은 Eba Eriksson과 함께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Max, Sam』 시리즈를 같이 만들기도 했다. 이
시리즈는 다른 여느 유아용 도서와는 달리 간결하면서
도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언어로 이루어진 완성된 이
야기로 구성되었다.
산드베리

부부(잉에르,

Inger(1930)

&

라세,

Lasse(1924) Sandberg)는 1960년대 초부터 스웨덴 그
림책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부부는 스스로를 상징적
인 작가 부부로 칭했으며 시작부터 글과 그림에 있어
서 조화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었다. 그들의 작품은 매우
꼬마엄지의 파티 - Sandberg 부부

단순한 동시에 현대적인 스타일을 보였으며, 재미로 가
득한 교육적 내용으로 인해 독자와 평론가에게 호평을

받았다. 특히, 주로 연령이 낮은 아동을 대상으로 책을 만들었으며, 작품에서 어린이의 놀이는
어린이의 권리이며, 보편적인 특성으로 그려져 있다. 산드베리 부부의 캐릭터인 안나, 마티아
스, 라반, 엄지 등은 오랫동안 해외에서도 사랑받고 있다. 닐스 홀게숀 상, 엘사 베스코브 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 등 일련의 스웨덴 국내외 아
동 문학상을 받았다.
스벤 노르드크비스트(Sven Nordqvist, 1946- )는
전세계를 망라하여 3살 아이부터 99세 어른까지 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페테르손 할아버지와 고양이 핀두
스, 그리고 엄마소 무 등 친숙한 캐릭터로 매우 친숙
한 작가이다. 그의 작품에 그려진 그림들은 색채와
세부 묘사가 매우 풍부하며, 매우 재미있고 많은 일
들이 일어나는 특징을 갖는다. 노르드크비스트의 예
술적 창조성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작품으
로 탄생되었다.
안나-클라라 티드홀름(Anna-Clara Tidholm, 1946)은 매우 독특한 그림체를 지니고 있다. 그림들은 뚜
렷한 선에 의해 부각되고, 강렬하고 명확한 색깔과
할아버지 힘내세요, Stacks Pettson-

불분명한 색깔의 스며듦을 바꿔가며 그림을 그려냈

Sven Nordqvist

다. 그림들은 온기와 유머를 담고 있으며, 언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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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중심에 두었다. 특히 유아들을 위한 『보아요!』시리즈는 유아의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관심을 두고 창작한 작품이다. 티드홀름은 엘사 베스코브 상(1986), 독
일 아동 문학 상(1992), 베테르그렌 아동 도서 상(1993), 아우구스트 상(2002), 칼 폰 린네 상
(2003)등 많은 상을 받았다.
레나 안데르손(Lena Anderson, 1939- )은 『모네의 정원에서』로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이다. 그녀의 책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은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을 즐겁게 하며 이
들의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미적 감각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는데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
『모네의 정원에서』는 미국에서 70만부 이상 판매되었고, 1984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독
일아동 문학상을 받았다.
페르닐라 스탈펠트(Pernilla Stalfelt, 1962~)는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놀이를 발견해 낼 수 있
도록 기발하고 특이한 주제를 상세하고 위트있게 표현하여 세계 출판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작가이다. 1996년 그림책 『머리카락에 관한 책, Harboken』으로 문단에 등장하였다. 그녀는
이 책에서 매우 흥미롭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모든 종류의 다모증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같
은 정보를 담은 표현 방식은 1997년 『똥에 관한 책, Bajsboken』, 1998년 『작은 벌레에 관한
책, Lilla maskboken』 등의 후속 작품에서도 계속된다.

똥에 관한 책, Bajsboken- Pernilla Stalfelt

예오르예 요한손(George johansson, 1946~)은 스웨덴 어린이들에게 작업 중심 교육의 중요성
을 일깨워주고, 실생활 속의 주제를 잘 다룬 작가로, 그가 창작한 캐릭터 수리공 프레디는 어
떤 물건이든 잘 다루고, 조립할 수 있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얀 로프(Jan Loof, 1940~)는 화가이자, 작가 및 음악가이다. 굵은 선, 선명한 이미지와 캐리커
쳐로 특징되는 작품 스타일을 갖고 있다.
에바 에릭손(Eva Eriksson, 1949- )은 스웨덴의 가장 유명한 삽화가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만화의 강한 예술적 표현방식에서 영감을 받아서 표현적인 필치로 그림을 그렸다. 바브로
린드그렌 (Barbro Lindgren)의『Mamman och den vilda bebin, The Wild Baby』(1980)로 시
작하는 새로운 삐삐 롱스타킹 시리즈에 삽화를 그렸다. 또한 울프닐손과 같이 토끼 캐릭터 시
리즈를 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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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실리아 투로드 (Cecilia Torudd, 1942-)는 일상생활
에서 벌어지는 코믹한 상황을 그려낸 작가이다. 1984년
에 출판된 『Den stora systern, The Big Sister』에서
시브 비더베리(Siv Widerberg)와 공동작업을 하였으며,
에릭손처럼 목가적이거나 낭만적인 환경에서 어린이를
묘사하는 오랜 전통을 탈피했다.
안나 클라라 티드홀름(Anna-Clara Tidholm, 1946-)은
코믹 만화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작가이다. 그녀는 구전
설화에 관심을 보여 1980년에 『Jätten och ekorren,
The Giant and the Squirrel』에서 과거 욘 바우어의 예
술을 환기시키는 글로테스크한 필치를 보여주었다.
안나 회그룬드(Anna Höglund, 1954- )은 과거의 요정
설화 그림에 현대 스웨덴의 현실을 혼합하는 작업을 했
Flickan som bara ville lasa, The

little girl who just felt like
reading- Anna-Clara Tidholm

다. 그림들은 표현적인 상징으로 그려졌고, 일상생활의
배경을 초현실적으로 꿈속에서처럼 나타냈다.
대표적인

출판사로는

보니에르

칼센(Bonnier

Carlsen), 알파베타 (Alfabeta Bokförlag), KF Media,
Natur och Kultur 등이 있다.
2) 사회․문화적 배경

오늘날 스웨덴 사회는 사회 경제적 변화 및 과학기술 변화에 수반된 서비스 부분의 우세로
특징 지워지는 후기 산업사회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1998년 현재 농촌과 임업에 종사하는 수
는 3% 수준으로 예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서비스 분야는 종사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노동력의 60% 이상이 서비스업, 소매업, 운송업과 통신업에서 일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
의 확장은 교사, 간호사, 아동보육 종사자, 관리직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증가
와 관련되어 있다. 아동보육과 노인보호, 의료보호, 무상교육의 공적인 제공은 광범위한 스웨덴
사회복지체계의 일부이며, 이러한 공공영역의 많은 부분이 여성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Gunnarsson et al. 1999). 최근 몇 해 동안 이러한 스웨덴의 대단위 경제 안전 체계가 무거운
경제적 압박을 받으면서 건강 보호 대기자 수 증가, 직원 부족, 연금 제도 적자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정계 우파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경”에 대한 필요성 주장이 제기
되었지만, 다수의 스웨덴 국민은 경제 현실 악화 상황에서도 공공 자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기초 안전”제도를 지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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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전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여성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취
업기회가 증대되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의 취업률이 증가하였다. 1998년 현재, 0-6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78%, 아버지의 92%가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Gunnarsson et al,
1999). 또한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의 대부분(96%)이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어머니를 두고
있다(OECD, 1999). 스웨덴에서 양성평등은 각 개인이 유급노동을 통해서 경제적 독립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되는 것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남성
과 여성에게 똑같이 중요하다. 1980년 제정된 작업장에서의 평등기회법은 성에 따른 고용차별
및 직장 내 승진차별을 금하였고, 1992에는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에 평등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평등기회법(Equal Opportunities Act)이
도입되었다.
스웨덴 여성들은 정치, 사회영역에서도 높은 참여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1994년 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선회하였으며, 1998년 선거에서는 349명의 의석 중 149석
(43.6%)의 여성의원이 탄생하여 스웨덴 의회사상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록했다
(이헌근, 1998). 특히 주요 정치사안들이 다루어지는 의회 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 내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1986년 16% 수준에서, 1998년 42%로 급격한
증가를 이루었다(이헌근, 1998; Swedish Institute, 2003). 이러한 여성의 활발한 정치참여는 스
웨덴 사회가 복지 축소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친화적이며 복지지향적인 사
회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오늘날 스웨덴의 남성과 여성은 가정과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적어도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많이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다양한 양육지원정책과 보육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 사회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폭넓은 지원체계, 즉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정 밖
에서 일할 수 있고, 동시에 자녀에게 인생의 좋은 출발을 제공하는 부모역할의 수행을 보장하
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스웨덴에서는 1980년대에 이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동 이민이 줄어들고, 그 대신 유
럽 연합 외부 국가에서 난민 행렬이 이어졌다. 그 결과 현재 스웨덴은 유럽에서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현재 55만 명 가량의 외국 시민이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으며, 70만
명 정도의 이민 1세대 혹은 2세대가 스웨덴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러한 높은 이민자 비율은 스
웨덴이 아주 짧은 기간에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다문화 국가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문화 사회가 된 스웨덴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문학의 중요성
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실시되고 있다.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언어환경에 대한 적응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언
어적 적응은 매우 중요하다. 스웨덴 서해안의 Halmstad와 Falkenberg에서 시행되고 있는
‘Alfons opens the door'라는 아동의 아이덴티티 강화 프로젝트의 최우선적 목표는 바로 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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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 적응에 있다. 이 곳에서는 사서들이 매주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를 만나 책과 이야기를
같이 읽고, 보고, 서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이를 통해 스스로 이야
기를 만들고,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모국어를 잘 아는 것이 다른 언어를 잘 알기
위한 기본’ 이라는 인식하에 언어안내인이 이들의 모국어 교육을 도우며, 지역의 관련어 도서
관과 연결을 도와주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1977년부터 이민자들과 소수언
어 작가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해마다 50-80권이 지원을 받는다. 특히 어린이와 청년들
을 위한 책이 우선권을 갖는다. 지원 대상 상당부분은 스웨덴 어린이 책의 타언어 번역이다.
이는 언어가 달라도 어린이들은 같은 문학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Birgitta,
2002).

Ⅲ. 결 론
스웨덴은 몇 십년 전만해도 문학에 관한 한 많은 면에서 주변 국가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뛰
어난 그림책들 덕분에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스웨덴의 아동 도서의 특
징은 큰 기복이 없고 대체적으로 극적인 요소가 적은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인 다른 그림동
화들과는 달리 해피엔딩도 없고, 전개 자체도 느린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족적 정체감의 근원
에 대한 탐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스웨덴 그림책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하겠다. 이는 주로
자연친화적이며, 일상생활을 담은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아동문학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이유는 스웨덴 아동도서가 반영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
한 진정한 존중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어린이와 문화에 영향을 준 그림책의 탄생과 발전과정을 시대사적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즉, 그림책의 탄생과 발전과정을 19세기 중반 이전의 그림책 준비
기, 19세기말의 그림책의 탄생 및 20세기 중반 이전까지의 그림책 형성기, 20세기 중반의 그림
책의 확장기, 20세기 중후반의 그림책 변화기,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그림책 다
양화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스웨덴 그림책의 발전 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스웨덴은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문학적인 측면에서 주변국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경
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빈국이었다. 자국의 그림책은 거의 없었고, 소수의 번역물이 한정적으
로 상류층의 전유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문맹률은 낮아 읽을거리에 대한 욕구는
형성되어있었고, 도서관 운동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둘째, 스웨덴 그림책(스웨덴 작가의 작품)이 등장한 시기는 19세기 말이며, 그 배경으로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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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혁명에 따른 인쇄기술과 유통 시스템의 발전과 내부적으로는 그림책의 주를 이루던 수입 또
는 번안된 작품에 대한 반동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도서관이 설립되었고,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출판사가 등장하였다. 이 시기 출판된 작품들은 스웨덴 전통적 고유의 문화를 표현하였으
며, 목가적이고 심미적이며, 자연 친화적 소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소재는 이후 스웨덴 그
림책의 주 소재로 이어졌다.
셋째, 스웨덴 그림책의 부흥기는 두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로 스웨덴의 경제적 부흥기와 일치
한다. 스웨덴은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에서 벋어날 수 있었으며, 풍부한 자원을 바
탕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고, 사회당의 집권으로 사회복지 제도가 발전되었다. 양성평등에
기초한 복지 모델은 여성의 안정된 노동력 유지를 위해 아동 보육 및 교육을 국가와 사회가
담당하는 공보육, 공교육이 실천되었다. 국가의 아동 보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가정 경제의 안정은 결국 아동 도서 및 아동 그림책 수요를 불러왔
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따라 출판사 역시 그 수가 늘어나고,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글과 그림이 시도되었으며, 동물과 자연 뿐 아니라 도시 어린이들의 일상과 환경이 소
재로 사용되는 등 자연을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주의는 점차적으로 판타지와 요정 이야기 요소
를 담은 사실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양성평등의 사회적 개념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말괄량이 삐삐』의 중성적 이미지 형성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웨덴의 20세기 중후반(1965-1980)은 아동문학의 사회참여시기에 해당된다. 반전, 학
생혁명 등 사회적 분위기는 작가들이 사회체제 안에서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문
제를 다루도록 했다.
그림책에서도 작가들은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여 전달할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
고, 결과적으로 목가적 분위기가 배제되고 생활중심, 일상중심의 소재가 풍부해졌으며, 그림들
은 보다 간결해졌다. 정부는 책의 품질 향상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출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
며, 이는 출판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다섯째, 1980년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같이 사회는 점차 다양화되었다. 특히 전 인구의
15% 정도에 이르는 이민자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아울러 문화의 다양성을 가져왔다. 스웨
덴의 문화 정책은 자문화중심주의가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통한 상호 교환의 문화 창조를 지향한다. 그림책들은 그 동안 사회적 문제 중심의 리얼
리즘, 정치적 토론 등이 어린이 문학에 반영된 데에 대한 반동으로 20세기 이전의 소재가 부흥
되었다. 설화는 다시 스웨덴 어린이 문학으로 돌아와 르네상스를 구가하였으며, 여기에는 새로
운 형식에 대한 예술적 탐구정신이 더해졌다. 리얼리즘, 상상력, 마술 등이 요정 이야기와 혼합
되어 나타났다. 그림을 이야기 전달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증대되었고, 글과 그림 사이에 상
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났다. 또한 영화와 만화책 같은 매체의 영향을 받은 창의적
인 작가들이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나갔다. 또한 그 동안 그림책에서 밀려났던 그림의 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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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들어와 다시 풍성한 세부 묘사의 세계가 되었다.
스웨덴이 짧은 기간에 그림책 분야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스웨덴의 아이들은 그림
책을 통해 “Krakel Spektakel”, “Cousin Vitamin”, “Pippi Longstocking”, “Alfie Atkins”,
“Emil”, "The Wild Baby", "Mina and Käge", "Ture", "Little Sister Rabbit", "Mama Moo",
"Mr Chow" 등의 많은 캐릭터를 사랑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 수출되는 아동 문학책이 전세계
외국도서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는 그 동안의 많은 스웨덴 작가의 노
력, 스웨덴의 전통, 양성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공보육 정책 및 다양하고 질 높은 문학을 모두
에게 제공하고자하는 정부의 정책 등이 그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비교적 늦게 어린이 그림책
출판이 시작된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이상에서 고찰한 스웨덴의 그림책 발달과정은 많은 시사
점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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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story of Swedish Picture Books for Children
Oh, Yeon Joo

Even though Swedish picture books for children were not well developed until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but now the Swedish picture books reaches up to 33% of the worldwide market of
translated books for children. The past decade in Sweden in particuar has marked a breakthrough for
contemporary Swedish literature. The great book in this filed is of course Pippi Long Stocking
written by Astrid Lindgren. PiPPi Long Stocking have been translated to over a hundred languages
and sold by the millions worldwide.
This article was written in concerns of the history of Swedish picture books for the 19th century
to recent years. In the aspect of political, social, economical, and educational prospect, the history of
Swedish picture books was grouped in 5-periods; preparatory period ( upto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birth and formative period ( upto the middle of 20th century), extension period (during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variational period (late in the 20th century), and diversity period (upto
recent years).
In each period, situations of publishing business and technology, social situations, cultural
characteristics of picture books, representative writers and illustrators, and their books, etc, were
introduced in each historical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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