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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베 얀손 (Tove Jansson) 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1914년 8월 9일 조각가였던 아버지와 일러스트레이터인 어머니

사이에서 1녀 2남 중 첫째로 태어났다. 그녀의 삼촌은 어린 시절 식탐이 많았던 토베에게 찬장에서 트롤인 무민

이 튀어나올 거라고 겁을 주곤 했는데, 이때부터 무민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토베는 어린 시절 조부모의 집이 가

까운 바다와 군도에서 많은 생활을 했는데 그 경험은 후에 무민 소설을 집필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토베는 핀란드와 스웨덴, 프랑스 등지에서 예술을 공부했다. 어린 시절의 풍부한 독

서량은 그녀를 역량 있는 작가로 키웠고, 그림을 공부하면서 그녀는 글과 그림을 함

께 다룰 줄 아는 예술가로 성장했다.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스토리와 일치하는 그림

을 창조하는 독보적인 작가인 토베는 섬에 혼자 살며 집필과 그림에 몰두했다. 그녀

야 말로 무민 골짜기를 만들며 그들과 함께지낸 '행복한 무민 가족‘이었다.

1. Moomin의 작가 Tove Jansson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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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무민 소설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무민 가족과 대홍수>가 스

웨덴어로 출간된다. 이 이야기는 무민마마와 무민이 사라진 무민파파

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후에 7권의 무민 소설이 출

간되었다. 1946년에 <혜성이 다가온다>가 출간 되었고, 1948년에는

<마법사가 잃어버린 모자>가 출간 되었다. 

2.

그 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민, 밈블 그리고 미이에 관한 이야기)> 

등 4권의 그림책이 출간 된다. 그리고 이

어서 토베는 남동생 라스얀손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런던의 일간지

인 ‘런던 이브닝 뉴스’에서 무민 코믹 스

트립 연재를 시작했다.

Story Telling Character – Moomin
문학성을기반으로한 STANDARD 캐릭터



무민 소설의 마지막 이야기인 <늦가을 무민 골짜기>가 1970년에 출간

되었다. 토베 얀손은 이제 더 이상 무민 이야기는 집필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대신 어른을 위한 단편 소설 집필에 전념한다. 스웨덴 TV

는 1973년 어린이 크리스마스 쇼인 <JulKalendern>을 제작했고,

폴란드 제작사 Film Polski는 1979년 TV용 인형극을 제작하고 같은

해 Svenska Filminstitutet에서 그림책 <Who will comfort Toffle?>

에 기반한 30분짜리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

토베는 그의 동료와 함께 직접 만든 무민이 사는 집 모델과 무수한 일러스트를 Tampere 시립 박물관에 기증했다. Tampere

박물관은 그 후 전시를 지속하다가 2017년 드디어 시 청사에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며 <무민 전시관>을 개관했다.

3.

104편에 이르는 에피소드를 가진 무민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어 1989년에서 1991년까지 방영되었고 애니메이션 시리

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아시아에서 배급되어 방영되었다.

Moomin 원화 및 애니메이션

<Tampere Moomin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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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민 월드’라는 무민 테마 파크가 핀란드

Naantali에 문을 열었다. 무민 라이선싱 사업

은 점점 더 성장했고, 많은 새로운 무민 제품

이 시장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4. Moomin Theme Park

2014년 토베얀손 탄생 100주년,

2015년 무민 탄생 70주년 기념 이벤트

에 이어 2019년 무민 탄생 74주년을 맞

이해 Tokyo ‘Moomin Valley Park’ 오픈



5. Moomin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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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omin (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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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oomin (가정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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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oomin (Toy &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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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oomin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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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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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oomin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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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oomin Shop / Korea & Japan



13. Moomin Shop / Hawaii &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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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oomin Shop / Finland &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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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sinki, Stockholm, Tokyo, Osaka, Fukuoka, Hong Kong, Bangkok and Seoul

15. Moomin Café



16. Moomin Stand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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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Moomin musical, ballet & puppet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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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oomin Event 

2014년 12월 롯데백화점 X-Mas Event

2019년 5월 무민밸리사업설명회 롯데백화점 + 핀란드 대사관 바뿌 페스티벌

2015년 3월 롯데월드몰 무민 페스티벌 이벤트 진행 2017~2018 예술의 전당 원화전

2019년 12월 홍대 무민 카페 오픈



19. SMC의 Moomin의 라이선싱 사업

2015년 5월 무민 라이선시 간담회 개최
2015년 6월 무민샵 1호점 (롯데백화점 잠실점 8층) 오픈

2017년 5월 무민샵&무민밸리카페 잠실점 확장 오픈 / 2017년 5월 제 5회 무민 라이선시 간담회



- 2013년 11월부터 KBS 2TV에서 방영 중

- 2014년 4월부터 재능TV에서 방영 중

- 2014년 8월부터 재능 English TV로 확대 방영

- 2015년 무민 극장용 애니매이션

‘Moomins on the Riviera’ 개봉

20. Moomin Animation

- 2018년 2월 무민 극장용 애니매이션

‘겨울왕국의 무민 (Moomins and the    

Winter Wonderland)’ 개봉

- 2020년

3D 애니메이션 MOOMINVALLEY(시즌1, 2) 방영



21. SMC Moomin 국내외 라이선시



22. Moomin Original: 무민 75주년 특별 원화전



23. 무민랜드 제주

무민 역사관, 체험관, 카페 등으로 구성
(주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42)



24.

가족 (Family)

사랑 (Love)

우정 (Friendship)

인내 (Tolerance)

존중 (Respect for)

자연 (Nature)

용기 (Braveness) 

무민의 가장 큰 강점은 Story Telling 캐릭터라는 점이다. 

75년 동안 문학성 높은 이야기로 전세계인의 감성을 공유해온 무민은 단순히 디자인적인 캐릭터를 넘

어선다. 무민은 제품을 통해서 일상에서 스토리를 공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브랜드’로 독

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Moomin Brand Identity



• 무민 책들은 현재까지 50여개의 언어로 번역 되어 출간

• 무민 코믹 스트립은 1954년부터 영국 일간지 ‘The Evening News’에
서 20년 동안 연재

• 40개 국가 120개 신문에 연재 되어 매일 2천만 명이 구독

<           무민책, 애니메이션, 방송이진행중인국가 >

< 한국어를포함하여총 50여개언어로번역된무민책 >< 무민애니메이션 > < 1954년무민코믹스트립영국 일간지연재 >

25. Moomin Books

Worldwide Publishing brand MO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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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husiastic

Good-natured

Naive

Generous

Curious

항상 경이로운 행복을 찾아 다니는 무민. 

돌이나 조개껍질 등을 모으면서도 즐겁고 행복해 한다. 

늘 열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쉽게 받아들이는 낙천적인 성격인 무민은

순진하고 그야말로 마음이 너무 따뜻한 캐릭터이다.

무민 트롤로 불리는 이유? 트롤이라는 북유럽의 요정이 모델이 된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Quote: I’ll think about that tomorrow. I ‘ve more important things on my mind  now. 

그거 내일 생각해 볼게. 난 지금 더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

26-1. Moomin Character 소개

(무민)



Responsible

Innocent

Boyish

Adventurous  

Restless

Dreamer

무민파파는 모험가였지만 무민마마를 만나면서 무민 골짜기에 머물게 되었다. 

무민파파는 무민 가족의 든든한 기둥인 동시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친구와도 같다. 

마술모자에서 나온 구름을 타고 둥둥 떠 다닌 적도 있지만

모험을 떠날 때는 그 구름을 까마득히 잊고 힘겹게 모든 것을 이겨낸다.

Quote: For if you're not afraid how can you be really  brave? 

겁을 먹지 않는다면 진정한 용기도 모르겠지?

(무민파파)

26-2.

.
Moomin Character 소개



Considerate

Highly moral

Broadminded

Good mother

Thoughtful

무민마마는 무민 가족은 물론 때때로 무민의 친구들까지 보살필 정도로 자상하다. 

무민마마는 늘 앞치마를 두르고 가방을 들고 다닌다. 

가족들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무민마마의 가방 속에 들어 있다. 

맛있는 요리와 집 주변을 꽃으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다정한 엄마이다.

Quote: Life is very charming.  

삶은 정말 매력 투성이야.

26-3.

.
Moomin Character 소개

(무민마마)



Wise

Dependent

Optimistic  

Romantic 

Fantasy  

Vanity

Gentle
스노크메이든은 무민의 여자친구로, 

머리에 꽃을 꽂고 발목에 발찌를 하는 등,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낭만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어 때로 엉뚱한 일에 휘말리기도 한다.

Quote: I do not understand why the heroine in the book is always  prettier than the one at home.

책 속의 여주인공이 집에 있는 여자보다 왜 항상 더 예쁜 건지 모르겠어.

26-4. Moomin Character 소개

(스노크메이든)



Introverted

Silent

Vagabond

Independent  

Carefree  

Philosophic

스너프킨은 무민의 가장 친한 친구로 겨울이면 남쪽으로 갔다가

이듬해 봄에 돌아오는 모험가이다. 

방랑자, 모험가로 생각의 깊이에서 건져낸 이야기로

노래를 만들어 내는 스너프킨은 예술가임이 분명하다.

Quote: One can never be truly free if one admires others too much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다는 건 온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야.

26-5. Moomin Character 소개

(스너프킨)



Small

Mischievous

Disrespectful

Aggressive  

Brash  

Spiteful  

Tomboy

미이는 스너프킨과는 이복 남매 사이다. 주전자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짓궂은 개구쟁이로 말 그대로 무서울 게 없어 맘에 들지 않으면 뭐든 물어 버리기도 한다. 

공격적이고 무례하기도 하지만 '노는데는 가히 천재적인’ 기발한 아이디어로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는 매력을 지닌 캐릭터.

Quote: Hope for the best and prepare for the worst!

최고를 꿈꾼다면 최악도 준비해야지!

26-6. Moomin Character 소개

(미이)



Interested in

Money

Ambitious

무민의 어린시절 친구이자 형제! 

가족과 친구의 경계가 애매한 무민 골짜기에서는 낯설지 않은 일이다. 

스니프의 가장 큰 특징은 돈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돈 밝히는 캐릭터가 전세계에

몇이나 될까! 아무튼 뭔가 생산적인 걸 찾는 그는 항상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는데

돈을 쓰기 싫어하면서 벌고만 싶어 하니 항상 제자리인 것도 같다.

Quote: How are you going to be rich and famous if you are not inclined?

유혹이 없이 어떻게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진다고 하는 거지?

26-7.

.

(스니프)

Moomin Character 소개



Avid collector

Good-hearted

Bad listener

Wise  

Humorless  

Fanatic

항상 뭔가를 모으는 광적인 수집가!

더 이상 수집할 우표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 그렇담 식물을 채집해 봐!”  

무민의 한 마디에 시작한 식물수집은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성격으로 인해 그는 무척이나 해박한 지식을 지녀

무민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준다. 하지만, 남의 말을 잘 못 듣고 너무 진지해

유머 감각도 별로 없다. 혹시 그런 부족한 것들을 모으고 있는지도 모른다.

Quote: Living in the wild is the best thing I Know!

난 야생 속에 살아가는 게 정말 좋아!

26-8.

(헤물렌)

Moomin Character 소개



Plant? Or  

Animal?

Group Life

Mute & Deaf

But

See Extremely

Electric

식물도 동물도 아닌 생명체

말하거나 듣지는 못하지만 시력은 뛰어나며, 전기가 에너지원이라

천둥번개 치는 날 번개를 맞기 위해 스스로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간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비를 예측하는 '청우계'를 가지고 있다. 

해티패티들은 항상 무리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다.

26-9. Moomin Character 소개

(해티패티)



Ugly

Cheat

Steal

물을 싫어하고 잘 씻지 않는 냄새대장. 

다른 친구들을 놀리거나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말썽꾸러기. 

하지만 무민 가족이 그런 스팅키와 친하게 지내는 이유는

그의 말썽이 항상 성공하지 못하고 우스꽝스럽게 끝나기 때문이다.

Quote: Aren't you ever going to fit yourself into a modern  community? 

그래 (나보다 더) 현대사회에 적응해 본 적이 없다 이거지?

26-10. Moomin Character 소개

(스팅키)



27. 신규 아트워크 (2020-2021)

Bonnier Carlsen

ABC collection

토베얀손(Tove Jansson)이 창작한 고유 레터링에 무민 아트워크가 결합된 아트워크로, 알파벳과 숫자 아트워크로 구성되어있다. 



28. Moomin 관련 사이트

• 무민공식홈페이지 (Worldwide official)  

https://www.moomin.com

• 무민온라인쇼핑몰 (Worldwide official)  

https://shop.moomin.com/

• 무민온라인쇼핑몰(일본)

http://www.peikko-moomin.jp/

• 무민월드공식홈페이지

http://www.muumimaailma.fi/

• 무민랜드제주홈페이지

http://www.moominlandjeju.co.kr/

http://www.moomin.com/fi
https://shop.moomin.com/
http://www.peikko-moomin.jp/
http://www.muumimaailma.fi/
http://www.moominlandje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