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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뱅 미셸 줘네스알뱅 미셸 줘네스

  밤비  밤비
  작은 정원을    작은 정원을  
거니는 여행자를  거니는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위한 안내서
  너의 눈으로 보는 세상  너의 눈으로 보는 세상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만인을 위한 요리  만인을 위한 요리
  킹콩  킹콩
  보물섬  보물섬
  춤 추는 곰 사샤  춤 추는 곰 사샤
  토마토 숲  토마토 숲
  자연은 훌륭해.    자연은 훌륭해.  
따라 해보자!따라 해보자!

  여성의 몸  여성의 몸
  나무 십자가  나무 십자가
  나의 고양이  나의 고양이
  투덜이 고양이  투덜이 고양이
  상상 속 세계 여행  상상 속 세계 여행
  아기 늑대  아기 늑대
  포멜로, 상상하다.  포멜로, 상상하다.
  폭풍우도 구름도 없이  폭풍우도 구름도 없이
  멍멍이 톡톡의 전투  멍멍이 톡톡의 전투
  멍멍이 톡톡의    멍멍이 톡톡의  
트램펄린 놀이트램펄린 놀이

www.albin-michel.fr/jeunesse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www.albin-michel.fr/jeun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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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bi

밤비밤비
밤비는 사냥꾼의 총에 엄마를 잃은 사슴이 
홀로서기를 해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성인이 되어 가는 여정에 관한 소설이다. 1923
년 독일에서 발표된 펠릭스 잘텐의 원작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나, 곧  '유럽에서의 
유대인 박해에 관한 정치적 알레고리'라는 
이유로 나치 권력에 의해 금지서로 지정되어 
불태워지기에 이른다.
RIGHTS SOLD
5개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Clavis), 
독일어 (Jacoby & Stuart),  
그리스어 (Kokkini Klosti),  
이탈리아어 (Rizzoli),  
스페인어 (Edelvives)

9782226450210 | 2020 | 176쪽 
22x30 cm | 29.90 €

 Carnet d'un voyageur immobile  
dans un petit jardin

작은 정원을 작은 정원을 
거니는 여행자를 거니는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위한 안내서
프레드 베르나르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신의 정원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려  소란스운 삶에서 벗어난 비밀의 정원에 
관한 감각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를 
탄생시켰다. 저자는 곤충학자, 박물학자, 
동물학자, 참을성 있는 정원사 사이를 오가며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리고 보충 설명용 주석을 
썼다. 독자는 기꺼이 이 호화롭고 경이로운 
오아시스 속에 푹 빠질 것이다. 전 연령층.

9782226445926 | 2020 | 216쪽 
23x25 cm | 25.00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프레드 베르나르

시대상이 반영된  
아름다운 책.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펠릭스 잘텐
벵자맹 라콩브

벵자맹 라콩브의 그림은 
원작 동화 밤비와 디즈니판 
밤비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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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s les yeux de Nawang

너의 눈으로 너의 눈으로 
보는 세상보는 세상
수년 전, 아주 먼 곳의 한 나라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다. 쌍둥이는 외모는 똑같았지만, 
성격은 서로 달랐다. 그러던 어느 날, 겁 많고 
조용한 나왕은 유쾌하고 대담한 라리에게 눈을 
빌려달라며, 다른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싶다고 
청한다. 그렇게 긴 배움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4세 이상 추천

9782226403537 | 2019 | 48쪽 
16x33 cm | 19.00 €

 En 4 temps

시간이 흐르면시간이 흐르면
사진작가의 눈과 풍부한 유머를 갖춘 작가 
베르나데트 제르베는 고양이의 걷는 모습으로 
'행동'을 표현하고, 닭 옆에 놓인 알로 '변화'
라는 개념을 표현했다. 시간의 흐름에 관한 네 
가지 연속 단계를 서로 다른 상자 안에 그려서, 
아이들이 시간의 흐름과 시간이 흘러서 변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책이다. 
3세 이상 추천.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Gerstenbeg), 
네덜란드어 (Standaard),  
이탈리아어 (L'ippocampo)

트라페즈 | 9782226447159 | 2020 
64쪽 | 20x26 cm | 18.0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베르나데트 제르베

<네 가지 단계>는 아이들이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장 프랑수아 샤바스
클로틸드 페랭

티베트 산 속에서 벌어지는 
현대적이고도 시대를 
초월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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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sais cuisiner : Des recettes simples  
et épatantes en bande dessinée

만인을  만인을  
위한 요리위한 요리
만화로 보는  
근사하고 간단한 
레시피북
프랑스 가정 요리의 진정한 바이블인 지네트 
마티오의  <만인을 위한 요리>는 1932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 6백만부 이상이 팔린 바 있으며, 
여전히 수많은 프랑스 가정의 부엌에 구비된 
책이다. 50가지가 넘는 레시피를 단계 별로 쉽게 
배울 수 있게 만화로 그려낸 이 책과 함께라면 
뵈프 부르기뇽, 크렘 브륄레, 소고기 스튜, 사과 
파이 등 다양한 프랑스 요리를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다.

9782226447920 | 2020 | 128쪽 
21,2x28,3 cm | 19.90 €

 King Kong

킹콩킹콩
전설적인 자이언트 고릴라 캐릭터 '킹콩'은 1993
년 시나리오 작가 머리안 C. 쿠퍼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킹콩>의 
독창적인 재해석으로, 내레이터의 관점과 
킹콩의 관점을 오가며 명작을 재구성하여 
킹콩의 마음속을 느껴볼 수 있도록 독자를 
초대한다.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린 킹콩이 
느꼈던 외로움과 감정을 이해했던, 아름답지만 
돈 한 푼 없었던 여배우 앤과 킹콩 사이의 교류를 
집중적으로 그려낸 책. 5세 이상 추천.

9782226451538 | 2020 | 48쪽 
28x28 cm | 18.0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프레드 베르나르
프랑수아 로카

1930년대 뉴욕의 풍경과 
영화 킹콩의 생생한 힘을 
아름답게 그려낸 일러스트.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지네트 마티오
잔 조에 르코르슈

신예 요리사를 위한 만화로 
보는 프랑스 요리 바이블!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알뱅 미셸 줘네스

  3  4  5  6  7  8  9  10  11  12   

 L'Île au trésor

보물섬보물섬
에티엔 프리스만의 독특한 미술적 접근법은 
명작 모험 동화 보물섬의 일반적인 이미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원작의 세계를 
동물의 세계로 옮겨놓아 저연령 독자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며,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성찰할 수 있는 작품이다. 뛰어난 이야기꾼의 
손에서 탄생한 이 전설적인 작품은 반전을 
거듭하는 모험 이야기이자 성인이 되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9세 이상 추천.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Edelvives)

9782226453501 | 2020 | 168쪽 
22x30 cm | 23.90 €

 La Danse de l'ours

춤 추는 곰 춤 추는 곰 
사샤사샤
꿀을 좋아하는 곰 사샤는 꿀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마음껏 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해. 대체 어떻게 하냐고? 사샤는 꿀벌들이 꽃들 
주변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꿀벌들과 
함께 춤을 추면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춤을 배우기 시작한 곰은 몇 가지 동작을 
배울 수 있긴 했지만, 정작 꿀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건 사샤의 숨겨졌던 특별한 재능 
때문이었는데… 4세 이상 추천.

978226451217 | 2020 | 32쪽 
19x27,2 cm | 13.5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수잔 보쟈
아나이스 브뤼네

자기다운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우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시적인 동화.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에티엔 프리스

대담하게 재탄생된  
명작 속 해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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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Forêt des tomates

토마토 숲토마토 숲
처음으로 혼자 기차를 타고 할머니를 만나러 
가게 된 아멜리는 신이 난 한편 불안하기도 
했다. 결국 기차가 토마토 숲에 정차했을 때 길을 
잃어버리게 된 아멜리. 다행히도 라벵 할머니가 
나타나 절망에 빠져 있던 아멜리를 구출해 날개 
속에 품어 준다. 아멜리가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기차에 오를 수 있을 때까지 토마토 숲에서는 
신기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유쾌하고 
생동감 있는 삽화로 더욱 환상적으로 탄생한 이 
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빨간 망토 소녀
>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할, 성인이 되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다. 3세 이상 추천.

9782226450623 | 2020 | 56쪽 
21.2x27.2 cm | 15.00 €

 La nature est géniale, imitons-la !

자연은 훌륭해. 자연은 훌륭해. 
따라 해보자!따라 해보자!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은 자연을 모방해 왔다. 
형태와 재질을 모방했으며,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방하기도 했다. 
저자 필리프 고다르는 서른 가지가 남는 
예시를 들어가며 단순하고도 구체적으로 
생체모방공학에 대해 설명한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의 전략을 모방하는 
학문인 생체모방공학의 장점과 가능성, 놀라운 
적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과학, 철학, 
자연을 아우르는 미래를 향한 매혹적인 도전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8세 이상 추천.

9782226449702 | 2020 | 160쪽 
14,5x21,5 cm | 10.0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필립 고다르

생체모방공학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와타나베 에츠코

성인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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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Corps des femmes :  
Ce que les artistes ont voulu faire  
de nous

여성의 몸여성의 몸
예술가들이 그리고 
싶었던 여성
선사 시대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로부터, 
여성들은 줄곧 성적 판타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여신이거나 매춘부이거나, 처녀이거나 
마녀이거나, 자애로운 어머니이거나 성적 
대상화된 여자이거나. 여성은 대체로 남성적 
시선에 과하게 노출되어 대상화되었다. 
보티첼리부터 신디 셔먼, 피카소에서 프리다 
칼로에 이르는 놀라운 그림들과 다양한 예술가의 
그림을 통해 바라본 여성 지위의 진화에 관한 
보고서이자 여성의 성적, 정치적 해방을 향한 
여정을 담은 책.

9782226455970 | 2020 | 176쪽 
20x28 cm | 35.00 €

 Les Croix de bois

나무 십자가나무 십자가
1919년 알뱅 미셸에서 출판되어 전쟁 소설 
장르를 획기적으로 혁신시켰던 롤랑 도르줄레의 
<나무 십자가>는 병사들이 트렌치코트 군복을 
입던 제1차 세계대전 시절에 영감을 받아 쓰여진 
책으로, 당시 평론가들의 즉각적인 환영을 
받은 바 있는 작품이다. JD 모르방과 파쿤도 
페르치오는 이 비정하고 강렬하며 동시에 
유머러스한 명작 소설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명석하게 각색해냈다. 두 저자는 원작 소설과 
작가 도르줄레의 실제 삶의 사건들을 연결하며 
진실과 허구 사이의 가느다란 끈을 보여주는 데 
성공한다.

9782226445629 | 2020 | 104쪽 
23,2x31,3 cm | 19.90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롤랑 도르줄레
JD 모르방

파쿤도 페르시오

잊혀질 뻔한 명작 소설의 
당당한 재탄생.

예술예술

로르 아들레르

여성 신체 묘사의 진화에 
관한 새로운 예술사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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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 chat

나의  나의  
고양이고양이
어린 소녀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사실은 
두 가지인데, 고양이를 키우는 것과 그 
고양이 이름은 '막스'라고 붙여주는 것이다. 
간단해보이지만 커다란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소녀의 부모님이 완강하게 반대한다는 
것! 그러다 길에서 다친 새를 발견한 소녀는 
망설이지 않고 새에게 막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새를 숨겨 두고 보살핀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새들은 전부 둥지를 떠나 날아가게 
마련인데... 4세 이상 추천.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Periplo Ediciones)

9782226449122 | 2020 | 40쪽 
19x27 cm | 12.90 €

 Mon gros chat

투덜이  투덜이  
고양이고양이
소녀의 커다란 고양이는 항상 투덜대요. 
페이지를 넘기면, 우리의 짜증 많은 고양이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고집쟁이 고양이가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할지 궁금해하며 흥미진진하게 책장을 
넘길 거예요. 과연 이 고양이는 좋아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긴 한 걸까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알 수 있답니다! 3세 이상 추천.
FIND OUT MORE
>  폴린 마르탱은 프랑스에서만 50만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21개 언어로 번역  
출간된 <Archibald> 시리즈의 
일러스트레이터이다.

9782226450432 | 2020 | 32쪽 
24x24 cm | 11.5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폴린 마르탱

한 소녀와 고양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재미있고 
다정한 이야기.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세브린 아수

반려동물을 갖고 싶었던 
소녀의 이야기는 많은 
어린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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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 tour du monde imaginaire

상상 속 세계 상상 속 세계 
여행여행
베릴과 함께 상상 속의 세계 여행을 떠나요. 
지루할 틈이 없는 소녀 베릴이 휘황찬란한 
도시부터 불가사의한 숲속까지, 다양한 지역들을 
마음껏 탐험하며 숨을 멎게 할 환상의 여행으로 
우리를 데려간답니다. 지도의 아름다움에 
영감을 받은 저자 뤼시 브뤼넬리에르는 다양한 
비례와 시점을 이용해 현실과 상상을 오가는 
독특한 세계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4세 이상 
추천.

9782226446510 | 2020 | 32쪽 
27,5x33,5 cm | 16.90 €

 Petit-Loup

아기 늑대아기 늑대
옛날 옛적, 동물들이 서로 같은 언어를 쓰고 
함께 조화롭게 살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 동물들의 세상은 아주 질서정연했고,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으려면 먼저 사과를 
해야 했었죠. 아기 늑대와 다람쥐 크록은 
가장 친한 친구였고, 아기 늑대는 크록은 물론 
다른 다람쥐들도 절대로 잡아먹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어요. 하지만 아기 늑대가 많이 커지자 
아버지는 늑대에게 같이 사냥을 하러 가자고 
했어요. 사냥 중에 어릴 적 친구를 만난 늑대. 
과연 늑대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친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5세 이상 추천.

트라페즈 | 9782226437082 | 2020 
48쪽 | 19x27 cm | 14.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프란체스코 피토
쥘리아 와니예

흐르는 시간에 저항하는 
우정의 힘에 관한 섬세하고 
솔직한 이야기.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뤼시 브뤼넬리에르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해줄 
여행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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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멜로 포멜로

 Pomelo imagine

포멜로, 포멜로, 
상상하다.상상하다.
기다란 코를 가진 장미 정원의 코끼리 포멜로는 
바다를 바라보며 상상하고 꿈꾸길 좋아해요. 
포멜로는 다른 사람이 되는 상상을 하고, 다른 
시대였다면 자기 삶이 완전히 달랐으리라는 
걸 상상해봐요. 하지만 포멜로는 꽃이 없는 
세상이나 포멜로 자신이 없는 세상만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답니다. 세상 모든 아이처럼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놀기를 
좋아하는 포멜로의 이야기. 4세 이상 추천.

9782226450678 | 2020 | 48쪽 
23x31 cm | 14.50 €

 Sans orage ni nuage

폭풍우도 폭풍우도 
구름도 없이구름도 없이
어느 날, 폴린과 루이의 집 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간 폴린과 루이는 친구들이 
비밀을 알아챌까 봐 친구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죠. 집 안은 어느새 식물로 뒤덮였고, 
결국 친구들은 이 신기한 장면을 보고 놀라게 
된답니다. 하지만 멋진 놀이터가 된 집 안에서 
아이들은 함께 놀았고, 폴린과 루이는 드디어 
미소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비가 
그쳤답니다. 5세 이상 추천.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영어 (Groundwood Books), 
이탈리아어 (EDT)

9782226445964 | 2020 | 32쪽 
20x27 cm | 13.5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엘레노르 두스피스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일에 관한 책.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라모나 바데스쿠
벵자맹 쇼

한층 성장한 세계관과 함께 
열 다섯 번째 책으로 돌아온 
포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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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 톡톡 멍멍이 톡톡  멍멍이 톡톡 멍멍이 톡톡

 Toutou Toc-Toc. La Gueguerre

멍멍이  멍멍이  
톡톡의 전투톡톡의 전투
멍멍이 톡톡은 꿈꾸기 좋아하지만 하는 것마다 
전부 실패하곤 하는 살짝 어설픈 강아지야. 
하지만 언제나 웃고 있지! 친구 핌핀과 누앵위와 
함께 하는 톡톡의 황당한 모험 이야기에 
어린이들은 웃음을 멈출 수 없을 거야. 잘 시간이 
되었지만 무자비한 톡톡은 누앵위를 괴롭히려고 
해. 결국 싸움이 나고 말았어! 3세 이상 추천.

9782226454447 | 2020 | 32쪽 
16x24,5 cm | 8.90 €

 Toutou Toc-Toc. Le Trampoline

멍멍이 톡톡의 멍멍이 톡톡의 
트램펄린 놀이트램펄린 놀이
멍멍이 톡톡은 꿈꾸기 좋아하지만 하는 것마다 
전부 실패하곤 하는 살짝 어설픈 강아지야. 
하지만 언제나 웃고 있지! 친구 핌핀과 누앵위와 
함께 하는 톡톡의 황당한 모험 이야기에 
어린이들은 웃음을 멈출 수 없을 거야. 이번 
이야기에서 멍멍이 톡톡은 누앵위와 함께 
트램펄린 위를 뛰어놀고 있어. 그런데 점점 
높이 뛰어 오르던 톡톡은 결국 하늘로 사라지고 
말았어! 톡톡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3세 이상 
추천.

9782226454430 | 2020 | 32쪽 
16x24,5 cm | 8.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에두아르 망소

어린이를 위한 즐거운 
시리즈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에두아르 망소

어린이를 위한 즐거운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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