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BY 회원가입안내

별첨1. KBBY 개인·단체회원 입회양식

별첨2. KBBY 뉴스레터 12호

(2016년 상하반기 활동 소식)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이하 KBBY)는 아동청소년 도서 분야의 국제협력기구인 

IBBY(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www.ibby.org)의 한국위원회로서, 

아래의 내용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국내외 아동 청소년 도서 문화에 관한 정보 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합니다.  

Ÿ 세계 어린이 책에 대한 정보, 논문, 에세이 등을 번역해서 나눕니다. KBBY 홈페이지에

서 이런 정보를 자유롭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Ÿ 좋은 책을 선정해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2. 국내외 아동 청소년 도서 전문가들의 국제교류를 위한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합니다. 

Ÿ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의 한국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글 작가와 그림 작가 두 분야입니다.

Ÿ 세계 3대 그림책 상 중 하나인 BIB(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의 한국 후

보작을 선정합니다. 2011년에는 그랑프리와 황금사과상을, 2013년에는 황금사과상과 

어린이심사위원상을, 2015년에는 프라그상을 받는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Ÿ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의 한국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Ÿ IBBY 어너리스트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글 작가와 그림 작가, 번역 작가 세 분야입니다.

Ÿ 세계의 아동 문학 관련 행사에 참석해서 한국의 어린이 책을 알립니다. 볼로냐, 파리, 

아부다비, 베이징, 과달라하라 등 해외 도서전에 참가하여 한국 어린이 책을 해외 독자

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 국내외 특수한 상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Ÿ 국내 어린이 책에 관련된 여러 학회나 단체를 연결시키고 정보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

합니다.

Ÿ 소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작가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책을 기증하고, 다양한 독

서관련 활동을 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오늘날에는 아동청소년도서가 국가적, 민족적 고유한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적인 

이해와 공감을 얻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KBBY는 

글 작가, 그림 작가, 출판사 관계자 및 연구자, 교수 및 교사, 서점인, 독서운동가, 도서관 사

서 등 아동청소년도서와 관련된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관심사를 공유



하며, 한국의 아동청소년도서 문화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협력합니다. 

  이를 위해 KBBY는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중심부의 역할을 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관계자들이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도움을 주

고받을 수 있도록 IBBY의 각 국가지부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필요

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설립된 KBBY는 2011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문화체육관광

부 출판인쇄산업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등록번호 2011-7호). 또한 2011년 12

월 행정안전부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과 2013년에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대상자로 채택되어 소외지역 아

이들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

원을 받아 해외도서전에서 한국 어린이 책 전시회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 아동청소년 도서의 발전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해 보다 많은 전문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IBBY 및 KBBY 활동에 동참하며 후원하시는 분들을 KBBY 회원

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KBBY 회원은 개인 연회비 10만원(운영위원 연회비 20만원 이상), 단

체 연회비 30만원 이상의 유료 회원입니다. 회원가입을 위하여, 첨부된 입회양식을 작성하

여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l 사무국장 이선희

   전자우편: prodigy101@naver.com 

   전화번호: 010-8932-3786

l 사무국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5(서초동, 현대렉시온) 425호 KBBY 사무국 (우:137-922)  

   홈페이지: http://www.kbby.org

   계좌번호: (기업) 480-034960-04-018  예금주: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연회비: 개인회원 10만원 / 운영위원 20만원 이상 / 단체회원 3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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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KBBY 입회양식]

KBBY 개인회원 입회양식

IBBY 및 KBBY 활동에 동참하며 후원하고자 KBBY 회원가입을 희망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

                                                

계좌번호: [기업은행] 480-034960-04-018  예금주: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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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BY 단체회원 입회양식

IBBY 및 KBBY 활동에 동참하며 후원하고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KBBY 회원가입을 

희망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

계좌번호: [기업은행] 480-034960-04-018  예금주: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