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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삐 롱스타킹의 작가 Astrid Lindgren

삐삐 롱스타킹의 작가 Astrid Lindgren(1907~2002)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동

문학가로 손꼽힌다. 그녀의 책은 총 96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어 1억 5천만권이상이 판

매되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인 삐삐 롱스타킹은 1945년 첫 소설 및 그림책 발표

이후 영화와 TV 시리즈, 만화영화 등으로 제작됐다. 그녀의 원고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작가 Astrid Lindgren>

삐삐 롱스타킹의 탄생

작가 아스트리드의 어린 딸 카린(Karin)이 아파서 누웠을 때 갑자기 ‘긴 스타킹을 신은 삐삐’ 라는

여자아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아스트리드는 바로 이야기를 만들어 냈고 카린이 열 살 되던

해 생일이던 5월에 완성된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 붉은 머리에 주근깨 투성이인 카린의 학교 친

구를 모델로 한 이 책은 곧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삐삐의 그림 초안은 아스트리드

가 직접 스케치 했고 화가인 ‘잉그리드 방 리먼 (Ingrid Vang Nyman)’ 이 그렸으며 이후 만화로

도 연재하기 시작했다.

< 화가 Ingrid Vang Nyman>



삐삐 롱스타킹의 역사

스웨덴의 비머비에 있는 Astrid Lindgren’s World 에 가면 언제나 삐삐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비머비에 있는 린드그랜 박물관과 스톡홀름의 Junibacken에 가면 아스트리드의 기념 동
상과 놀이시설 등을 만날 수 있다 .

삐삐 롱스타킹은 스웨덴의 출판사 Rabén & Sjögren에 의해 1945년 첫 작품이 발표되었고, 이어서 1948년까지 2권의 텍스트북

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1969년과 1975년 사이에 6권의 추가 시리즈 작품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2권의 책이 1979년과 2000년 사

이에 출간되었다.

삐삐 롱스타킹 영화

1949년 첫 번째 영화로 제작된 후 1954년까지 10편의 영화 제작

삐삐 롱스타킹 TV 시리즈

1969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TV 영화 <말괄량이 삐삐> 가 시리즈로 방송되기 시작했다.

삐삐 롱스타킹 TV Animation 시리즈

캐나다 회사 Nelvana에 의해 1997년 첫 시즌을 제작 방영한 이후 1998년 미국의
HBO 에 의해 재제작 및 방영이 되면서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다시 인지도를 얻게 된다 .

삐삐 롱스타킹 Theme Park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여자애란 걸 명심해 !
I’m the strongest girl in the world– Keep That In Mind

캐릭터 소개 - Pippi

삐삐는 9살 꼬마 아이로 어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삐삐는 하늘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항상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 본다고 굳게 믿

고 있다. 아버지는 해적선의 선장이며 식인종 나라의 왕이 된다. 삐삐는 아버지의 배에 탔을 때 들고 온 금화 가방을 가져오면서 거기서 따라온

원숭이 닐슨씨 와 ‘뒤죽박죽 별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집에서 홀로 생활한다. 금화 한 닢을 주고 산 말을 베란다에 키우며 가끔 마당 밖으로 말을

번쩍 들어서 내려 놓는다. 삐삐의 성격은 아스트리드의 딸 카린과 똑같다. 자립적이며 친절하고 , 강하고 , 모험적이고 용감하다.

삐삐는 내키지 않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도 존경할 가치가 없다면 삐삐는 절대 존중하지 않는다.

아이로서 독특한 점은 삐삐가 놀고 나서 홀로 있고 싶어 하는 점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소녀인 삐삐는 모든 내기에서 항상 이기지만

절대 승리를 자랑하지 않는다.

내 원래 이름은 삐삐로타 빅투알리아 룰가디나
크루스뮌타 에프라임스도텔 롱스트룸프인데 말이야.
그냥 삐삐라고 불러도 돼



캐릭터 소개 – 아니카 & 토미

캐릭터 소개 – 아니카 (Annika Settergren)

삐삐 가 섬에서 돌아와 새로운 집에 살게 되었을 때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아니카 그리고 토미와 어울리기 시작한다.

아니카는 삐삐 와 동갑이지만 삐삐 와는 전혀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다. 덜렁거리고 자신감에 넘치며 모험을 즐기는

삐삐 와 달리 아니카는 친절하고 조심성이 많고 새로운 일을 하기 싫어한다. 삐삐 를 만나기 전까지 아니카는 항상

깔끔하게 다린 옷을 입고 예쁘장하게 치장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영락없는 그 나이 또래 애들처럼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삐삐의 집에 가서 떠들고 어지르고 맘껏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토미는 삐삐 와 절친이 된다. 누가 위인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토미가 아니카의 오빠로 보이기는 한다 .

토미는 아니카보다 덜 조심스럽고 삐삐 의 모험적인 생각들을 좋아한다. 남자 아이이긴 하지만 토미는 삐삐 와 함

께 하면 더 안정감을 느끼고, 어리고 작지만 리더쉽을 발휘하는 삐삐를 기꺼이 따른다.

캐릭터 소개 – 토미 (Tommy Settergren)



닐슨씨 (Mr. Nilsson)

삐삐가 기르는 원숭이.

삐삐가 섬에 갔을 때 아빠가 선물해준 닐슨씨 는 늘 삐삐의 어깨 위에 앉아 지낸다.

뒤죽박죽 별장과 (Ville villekulla)와 릴라구벤 (Lila Gubben))

삐삐가 사는 노란색 집으로 구석구석 재미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

얼룩말 릴라구벤은 베란다에 살고 있는데, 삐삐가 가볍게 들고 나오고 번쩍 들어서 넣기도 한다.

에프라임 (Ephraim Longstocking)

삐삐의 아버지로 해적선 선장이었으며 태평양 식인종 섬의 왕인데
어느 날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는다.

클링과 클랑 경찰 (Kling and Klang)

삐삐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항상 분주한
두 명의 경찰관

황금주화가 가득한 삐삐의 가방을 훔치기 위해
항상 전전긍긍하는 두 명의 도둑

캐릭터 소개 - 기타

썬더 칼슨과 블룸
(Thunder-Karlsson and Bloom)



Kind and generous - 친절함과 너그러움

No, but it’s my birthday, isn’t it? Surely I can give you birthday present too, if I like?

아니 근데 내 생일 맞잖아 ? 내가 날 위해 선물을 하고도 남을 날이지 ?

Ingenious, playful and funny - 유쾌 통쾌한 창의력

“Well, I’ve certainly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she shouted, picking up a rusty old tin from the grass.
“음 , 난 정말 이런 물건을 본 적 조차 없어”, 풀숲에서 녹슨 깡통을 집어 올리는 삐삐의 한 마디 .

Strong - 세다

“Man Yes, said Pippi, “but I’m the world’s strongest girl – Keep that in mind!” “

이봐 남자 양반 , 근데 말이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센 여자아이란 걸 명심해두셔!”

Adventurous & Brave - 모험심과 용감함

“Who said I was joking?”

said Pippi as she lifted Thunder-Karlsson up onto the cupboard.
“내가 농담 좀 한다고 누가 그랬어?”
벽장까지 선더칼슨 (도둑) 을 들어 올리면서 한 말씀 하는 삐삐.

난 아이고 여긴 내 집이야. 어른들이 살고 있지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 여긴 아이의 집이야

Core Values

Independent - 독자적인 사고

Don’t worry! I can always look after myself!

자 걱정 마 ! 내 앞가림은 내가 할 수 있어 !



저작권사인 스웨덴의 The Astrid Lindgren 사의 Image Bank 를 통해 AI 파일 등 다양한 디자인을 공급한다 .

Character Design



Character Design

저작권사인 스웨덴의 The Astrid Lindgren 사의 Image Bank 를 통해 AI 파일 및 다양한 디자인을 공급한다 .



2020년 75주년 마케팅 계획

Swedish Lifestyle Week 2019

<스틸로(STILLO)><사운즈 한남>

▪ 일시: 2019년 11월 12 ~ 17일

▪ 장소: 사운즈 한남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35)

▪ 주요 내용: 스웨덴 브랜드를 소개하기 위한 팝업 쇼케이스 및 문화행사

▪ 삐삐롱스타킹: 아동대상 북카페 <STILLO> 삐삐 쇼케이스 구성(책 소개, 문화행사, 굿즈 판매) 



2020년 75주년 마케팅 계획

롯데갤러리 전시

▪ 일시: 2019년 12월 ~ 2020년 1월

▪ 장소: 롯데갤러리 광복점, 대전점

▪ 주요 내용: 2020년 삐삐 탄생 75주년 맞아 작품 전시 및 아동 대상 체험 활동



출판

Text Book 1945 Text Book 1946 Picture Book 1947 Picture Book 1948 Omnibus Volume 1952 Series 1969 - 1972

그래픽 노블 (2020년 출간)(로렌 차일드 그림)



Astrid Lindgren’s World ( 삐삐 테마 파크 )



삐삐 국내 상품 예시



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쉽 스토어 매장 디자인

올리브영 부산 플래그쉽 스토어 매장 디자인

삐삐 국내 상품 예시



홍대 상상마당 삐삐 75주년 전시

삐삐 국내 상품 예시



삐삐 국내 상품 예시



스노우 스티커 출시

올리브영 핑크 박스 나눔 캠페인 참가

* 올리브영 핑크박스 : 삐삐로 디자인된 에코
백에 삐삐 제품을 포함한 면 생리대를 저소
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기부하는 캠페인

삐삐 국내 상품 예시



HomeLock ContactsDialer MessagesAOD

삐삐 국내 상품 예시



삐삐 국내 상품 예시

알라딘 싸이프레스 스티커 아트북



삐삐 국내 상품 예시

구달 청귤 비타C 잡티 세럼



삐삐 국내 상품 예시

레이브 삐삐 에디션



삐삐 해외 상품 예시



삐삐 해외 상품 예시



삐삐 해외 상품 예시



삐삐 해외 상품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