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긴이 이은정 : Julia Eun Jeong Lee - ejlee.julia@gmail.com

SEOUL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특별시
저작권 판매 현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관련 최신 정보는 해당 출판사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Bureau International de l’Édition Française
115, bd Saint-Germain - 75006 Paris, France
t. +33 (0)1 44 41 13 13 - f. +33 (0)1 46 34 63 83
info@bief.org - www.bief.org

Xxxx
ABC Melody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엘렉트리코 28
 녕, 나는 런던에
안
사는 찰리야.
 녕, 나는 뉴욕에
안
사는 릴리야.
 녕, 나는 아일랜드에
안
사는 몰리야.
 리와 캐나다
찰
눈 폭풍
 리와 아일랜드
찰
전통 축제
큰 곰의 여행

 양이와 쥐를 따라
고
영어를 배워봐요:
감정과 기분
 양이와 쥐를 따라
고
영어를 배워봐요:
학교에 가요
 녕, 나는 파리에
안
사는 마리야
 구조대: 공주님
용
구출 작전
나의 사랑 엑토르
로마의 미스터리

마야에서의 미스터리
나일강의 미스터리
 코와 위스티티의
니
숲속 탐험
 코와 위스티티의
니
하늘 탐험
 코와 위스티티의
니
해저 탐험
 기심 많은
호
어린이를 위한 영어
단어 도감

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ABC 멜로디
헬로 키즈 (총 5권)
어린이·청소년

Electrico 28

어린이·청소년

엘렉트리코 28

안녕, 나는
런던에 사는
찰리야.

아마데오는 리스본의 트램 운전사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운전사들과는 달라요. 아마데오가
운전하는 엘렉트리코 28번 트램에는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거든요. 아마데오의 능숙하고
재미있는 운전 솜씨 덕분에 승객들은 서로
사랑에 빠지곤 해요. 흠. 그런데 정작 아마데오
본인은 사랑을 찾지 못했어요. 아마데오도
언젠가 자신만의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비드 칼리
마갈리 르 위슈
사람들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트램 운전사가 있다?

Hello, I am Charlie from London

RIGHTS SOLD

스테판 위자르
야닉 로베르

8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Knesebeck),
그리스어 (Ikaros), 이탈리아어 (Curci),
포르투갈어 (Penguin RH Portugal),
스페인어 (Flamboyant) 등

다양한 영어권 나라의

9782368361047 | 2017 | 40쪽 | 23x29 cm | 14.00 €

배울 수 있는 시리즈로,

아이들을 만나며 영어를
오디오 CD가 포함되어
있다.

영국 소년 찰리의 동네로 함께 떠나요!
독창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찰리의 일상을
구경할 거예요. 찰리네 집, 가족, 친구들, 영국식
버스, 빅 벤, 영국 여왕... 매 페이지마다 흥미로운
디테일과 일러스트가 가득해요. 우리의 어린
글로벌 시민들이 언젠가 정말 영국의 런던으로
여행 갈 날을 위해, 기본적인 영어 단어와 표현도
배울 수 있답니다.

RIGHTS SOLD

6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Curci),
한국어 (Beugdongbeul), 베트남어
(Tre Publishing), 중국어 간자체 (Juvenile
& Children), 중국어 번자체 (Chase Taiwan)…

FIND OUT MORE

> 15만부가 전세계에 판매됨
9782916947266 | 2018 | 40쪽 | 22x22 cm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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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멜로디
헬로 키즈 (총 5권)
어린이·청소년

스테판 위자르
밀렌 리고디
다양한 영어권 나라의
아이들을 만나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리즈로,
오디오 CD가 포함되어
있다.

헬로 키즈 (총 5권)
Hello, I am Lily from New York City

어린이·청소년

Hello, I am Molly from Ireland

안녕, 나는
뉴욕에 사는
릴리야.

안녕, 나는
아일랜드에
사는 몰리야.

뉴욕 소녀 릴리의 동네로 함께 떠나요!
독창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릴리의 일상을
구경할 거예요. 릴리네 집, 가족, 친구들, 자유의
여신상, 센트럴 파크, 브루클린… 우리의
어린 여행가들이 간단한 영어 표현을 배워서
여행지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책의 끝부분에
일러스트 영어단어집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출발합니다!

아일랜드에 사는 여덟 살 소녀 몰리를 만나러
떠나요! 페이지를 넘기면 몰리네 가족, 학교,
친구들, 농장과 말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아일랜드 전통 음악과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
CD와 일러스트 영어단어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감나는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몰리와
함께 떠나볼까요?

RIGHTS SOLD

6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Curci),
한국어 (Beugdongbeul), 베트남어
(Tre Publishing), 중국어 간자체 (Juvenile
& Children), 중국어 번자체 (Chase Taiwan)…

메이지 피에스키
야닉 로베르
다양한 영어권 나라의
아이들을 만나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리즈로,
오디오 CD가 포함되어
있다.

FIND OUT MORE

> 15만부가 전세계에 판매됨
9782916947280 | 2019 | 40쪽 | 22x22 cm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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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OUT MORE

> 15만부가 전세계에 판매됨
9782368362020 | 2020 | 40쪽 | 22x22 cm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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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멜로디
헬로 키즈 리더스 (총 14권)
어린이·청소년

헬로 키즈 리더스 (총 14권)

Charlie and the Canadian Snowstorm

어린이·청소년

찰리와 캐나다
눈 폭풍

찰리와
아일랜드 전통
축제

찰리는 캐나다로 열 네번째

찰리, 제임스, 피에르는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다. 제임스의 사촌 리사와 함께
캐나다의 산을 즐기고 스키와 스노보드에
재미를 붙인 친구들. 그러나 갑자기 시작된
거대한 눈 폭풍 때문에 별장에 고립되고 만다.
어떻게 하지? 도움을 청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길을 잃거나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 그렇다고
별장 안에만 있다간 식량도 없는 채로 갇혀
있어야 하는데... 어린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들 찰리의 새로운 모험!

찰리와 친구들은

모험을 떠나서 눈 폭풍을

RIGHTS SOLD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메이지 피에스키
아날리자 페라리

만나게 됩니다!

2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Charlie and the birthday party,
Vicens Vives in 스페인 and Latin America),
중국어 간자체 (Changsha Culture Media)

Charlie and the Irish Party

메이지 피에스키
아날리자 페라리

축제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9782368362211 | 2020 | 40쪽 | 16x21 cm | 11.50 €

찰리, 스텔라, 피에르는 아일랜드로 떠나는
페리선에 오른다. 아이들은 흔들리는 배를
타고 아일랜드에 도착하고, 마중 나온 찰리의
고모를 따라 아일랜드의 푸른 시골 농장으로
간다. 사라 고모는 아이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내일 옆 마을 코크에서 열리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 행진 축제에 데려가기로
한다. 마차와 무용수, 온통 초록색 의상들로
가득한 아일랜드의 가장 큰 축제를 구경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하던 아이들. 게다가 축제 속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생기는데...!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
Charlie and the birthday party,
Vicens Vives in 스페인 and Latin America),
중국어 간자체 (Changsha Culture Media)
9782368361931 | 2020 | 40쪽 | 16x21 cm |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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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멜로디
고양이와 쥐를 따라 영어를 배워봐요 (총 10권)
어린이·청소년

Le voyage de Grand Ours

어린이·청소년

큰 곰의 여행

나딘 브룅-코스므
세바스티앙 플롱
큰 곰과 함께 색의 기원을
찾아서 신나는 모험을
떠나요!

빙산에서 혼자 살던 큰 곰은 심심했어요. 어느
날, 낚시를 하고 있던 큰 곰은 떠내려가는 얼음
위에 다채로운 색상의 작은 물체가 놓인 것을
발견했답니다. 큰 곰은 그런 물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곳에선 모든 것이 하얗거든요.
이렇게 이상한 물건이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얍! 큰 곰은 망설임 없이 얼음 조각 위에 뛰어올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칠해진 물체와
함께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색색의 신기한
동물들과 풍경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대한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9782368362044 | 2020 | 40쪽 | 23x29 cm | 14.00 €

Learn English with Cat & Mouse. Feelings

고양이와 쥐를
따라 영어를
배워봐요:
감정과 기분
스테판 위자르
로익 메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극찬을 받은
시리즈.

서커스의 친구들을 따라서 다양한 감정으로
가득한 여행을 떠나보세요! 피곤하고, 화가
나고, 슬프다는 건 항상 즐거운 일만은 아니죠.
하지만 좋은 친구와 함께라면 괜찮아요.
아이들이 테마별로 영어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리즈로, 오디오 CD 포함.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Curci),
스페인어 (Anaya), 중국어 간자체
(Shanghai 99)

FIND OUT MORE

> 10만부가 전세계에 판매됨
9782368362068 | 2019 | 36쪽 | 24x24 cm | 14.00 €

3 4 5 6 7 8 9 10 11 12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ABC 멜로디
고양이와 쥐를 따라 영어를 배워봐요 (총 10권)
어린이·청소년

Learn English with Cat & Mouse.
Go to School

우리 동네로 오세요 (총 12권)
어린이·청소년

안녕, 나는
파리에 사는
마리야

고양이와 쥐를
따라 영어를
배워봐요:
학교에 가요
스테판 위자르
로익 메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극찬을 받은
시리즈.

아이들이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어 학습용
그림책! 네 살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총
세 가지 난이도로 구성되었어요. 책 속의 화려한
삽화와 흥미롭고 재미있는 대화, 음악, 단어와
표현 리스트, 즐거운 게임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고양이와 쥐와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답니다.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Curci),
스페인어 (Anaya), 중국어 간자체 (Shanghai 99)

FIND OUT MORE

Marie de Paris

이자벨 펠레그리니
카미유 가로쉬
세계의 다양한 어린이들을
만나보며 다른 나라의 집과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시리즈. 현지 분위기에 푹

파리에 사는 프랑스 소녀 마리네 동네로
놀러오세요! 마리네 집, 가족, 친구들, 학교,
파리의 유명한 유람선 바토 무슈, 몽마르트르
언덕, 뤽상부르 공원… 독창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마리의 세상을 구경할 거예요.

RIGHTS SOLD

4개 언어로 출판됨: 한국어 (Beugdongbeul),
베트남어 (Tre Publishing), 중국어 간자체
(Juvenile & Children), 중국어 번자체
(Chase Taiwan)

FIND OUT MORE

빠질 수 있는 오디오 CD

> 40만부가 전세계에 판매됨

포함.

9782368361498 | 2018 | 40쪽 | 22x22 cm | 14.00 €

> 10만부가 전세계에 판매됨
9782368361665 | 2019 | 40쪽 | 24x24 cm | 14.00 €

3 4 5 6 7 8 9 10 11 12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ABC 멜로디
용 구조대 시리즈 (총 2권)
어린이·청소년

Mission Dragon. Princesse en détresse

어린이·청소년

용 구조대:
공주님 구출
작전
쥘리에트 발레리
아나 아파리시오 카탈라
기존 동화의 클리셰를
헝크러뜨리고 파괴하는
특별한 시리즈!

꿈꾸기 좋아하는 용이 하늘을 날다 성격 나쁜
요정과 부딪혔다면, 분위기는 불 보듯 뻔하죠.
하지만 지금은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력할
때예요. 숲속 어딘가에 있는 공주님을 구출해야
하거든요. 나쁜 기사가 요정 칼륀의 대녀 뤼실을
납치했답니다. 우리의 용 더그는 말도 안 되는
구조 작전을 시작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더그가 기사들을 정말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9782368362181 | 2020 | 40쪽 | 23x29 cm | 13.50 €

Mon Vieux Toutou

나의 사랑
엑토르

나딘 브룅-코스므
마리옹 피파레티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애정
가득한 동화.

3 4 5 6 7 8 9 10 11 12

니농과 그녀가 사랑하는 개 엑토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둘은 같이 뛰고 함께
뛰어오르고, 언제나 같이 놀아요. 하지만
어느 날 엑토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자,
니농의 엄마는 엑토르가 너무 나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니농은 엑토르가
걱정되었지만, 오히려 오늘 하루를 엑토르와의
가장 멋지고 가장 신나는 날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작은 소녀와 그녀가 사랑하는 개
엑토르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
9782368361993 | 2020 | 40쪽 | 23x29 cm | 14.00 €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ABC 멜로디
미스터리 시리즈 (총 11권)
어린이·청소년

루이 알로앵
알랭 쉬르제
7세~11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미스터리 소설 시리즈.

미스터리 시리즈 (총 11권)

Mystères à Rome

어린이·청소년

Mystères chez les Mayas

로마의
미스터리

마야에서의
미스터리

6학년 로맹, 아미티스, 자스페르와 반 친구들은
로마에서의 고고학 인턴십에 참가한다. 조금
이상한 지도 교수를 도와 한참 땅을 파던
친구들은 땅 속에서 에트루리아식 무덤을
발견하는데, 석관 위에 새겨진 내용에 의하면
악명 높은 고대 신의 무덤이었다. 이 석관을
열면 커다란 번개로 온 도시를 날려버릴지도
모를 무서운 신이 깨어나는 건 아닐까? 게다가
어느 날 교수는 석관 안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알렉스의 반 친구들은 멕시코의 마야 문명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 카누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아이들 중 일부가 정글에서 길을 잃게 되고,
아이들은 마치 정글이 자신들을 쫓고 있다고
느낀다. 아이들은 밀수업자와 맹수를 피해
도망치고,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뛰어든
깊은 동굴을 통해 처음 보는 마야 도시 속으로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과연 그곳에 사는 마야인들은
아이들을 살려 보내줄 것인가?

9782368362013 | 2020 | 96쪽 | 13x18 cm | 9.00 €

루이 알로앵
알랭 쉬르제
7세~11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미스터리 소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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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368362198 | 2020 | 96쪽 | 13x18 cm | 9.00 €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ABC 멜로디
미스터리 시리즈 (총 11권)
어린이·청소년

니코와 위스티티 시리즈 (총 3권)

Mystères sur le Nil

어린이·청소년

나일강의
미스터리

루이 알로앵
알랭 쉬르제
7세~11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미스터리 소설 시리즈.

알렉스의 반 친구들은 나일강 크루즈 여행권을
얻었다. 어딘가 해적선같이 생긴 소벡호에
올라탄 아이들은 사찰과 묘지를 방문하며
나일 강을 여행한다. 하지만 위기가 없으면
여행이 아닌 법. 무시무시한 악어 떼, 소벡호로
접근해서 배를 공격하는 해적... 게다가 아이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찰에서 두 명의 관광객을
피습한 강도단까지. 대체 강도단은 무얼 찾고
있는 걸까? 소벡호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9782368362006 | 2020 | 96쪽 | 13x18 cm | 9.00 €

Nico & Ouistiti
explorent la forêt

니코와
위스티티의
숲속 탐험

니코와 위스티티의 두

두 번째 모험을 떠나러 니코가 비밀 장소에
도착했을 때 위스티티는 벌써 새로운 기구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시끄러우니 귀를 막으세요!
비밀을 잔뜩 숨기고 있는 숲으로 출발합니다.
저기 바삐 어딘가로 향하는 친구들 무리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엉뚱한 만남과 지하
풍경까지, 니코와 위스티티가 탐험할 새로운
비밀들이랍니다.

번째 모험은… 땅속까지

RIGHTS SOLD

나딘 브룅-코스므
아나 아파리시오 카탈라
숲속에서 펼쳐지는

이어집니다!

이탈리아어로 출판됨 (Leo e Galileo, Panini)
9782368361917 | 2020 | 48쪽 | 24x31 cm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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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ABC 멜로디
니코와 위스티티 시리즈 (총 3권)
어린이·청소년

나딘 브룅-코스므
아나 아파리시오 카탈라
접이식 파노라마
페이지로 펼쳐지는
니코와 위스티티의 모험은
이번에는 하늘 위에서

니코와 위스티티 시리즈 (총 3권)

Nico & Ouistiti
explorent le ciel

어린이·청소년

Nico & Ouistiti
explorent les fonds marins

니코와
위스티티의
하늘 탐험

니코와
위스티티의
해저 탐험

세 번째 모험을 떠나요. 니코가 비밀 장소에
도착하자 위스티티는 두 친구를 하늘과 우주로
데려다줄 커다란 풍선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양 모양 구름, 작은 녹색 인간, 하늘의 공주님과
위기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까지, 달콤한
행성 위의 기묘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니코와
위스티티의 모험은 계속된답니다.

만든 이 책을 펴고 우리의

매일 저녁이면 니코는 비밀 장소인 창고로 가서
짝꿍 위스티티를 만나요. 오늘 저녁 두 친구는
공들여 만들어온 잠수함을 완성하고 있어요.
깊은 바닷속을 탐험할 잠수함이죠. 흔들리니까
꽉 잡아요! 지금 당장 깊은 바닷속 여행을 떠날
테니까요. 니코와 위스티티와 함께 하는 신나는
바닷속 모험 속에는 아름다운 만남과 놀라운
일들만 가득하답니다.

두 탐험가 친구들 니코와

RIGHTS SOLD

9782368361917 | 2020 | 48쪽 | 24x31 cm | 16.00 €

나딘 브룅-코스므
아나 아파리시오 카탈라
접이식 파노라마 페이지로

위스티티를 만나러 오세요.

이어집니다. 물론 놀라운

이탈리아어로 출판됨 (Leo e Galileo, Panini)
9782368361979 | 2019 | 48쪽 | 24x31 cm | 16.00 €

일들이 가득하죠.

3 4 5 6 7 8 9 10 11 12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ABC 멜로디
어린이·청소년

The Big Book of English Words
and Pictures

호기심 많은
어린이를 위한
영어 단어 도감
안 소피 케이레이
알렉상드르 본푸아
스테판 위자르
두 살부터 배우는 영어
단어. 오디오 Mp3 파일을
제공하는 커다란 판형의

어린이가 기초 영어 단어를 처음 배울 수 있도록
총 열다섯 가지 주제를 다룬 충실하고 매력적인
도감. 왼쪽 페이지에는 삽화와 함께 단어를
소개하여 총 200개가 넘는 단어를 배울 수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주제별 단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 단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어디 있는지 찾아봐!>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이다.
9782368361702 | 2017 | 40쪽 | 24x31 cm | 14.00 €

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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