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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2만리

탐냥이들

형태들은 어떻게 놀까?

꼬마 여우의 사계절

카멜라이언

 론 뮌하우젠의 놀랍고
바
신기한 모험

무한한 우주에서
행복이란 뭘까?
이야기를 끝내야 해
그림 상자
봄의 탄생
뼈다귀 마법사
구두쇠 왕

열 명의 요정보다도
요정 아저씨
새
우리의 친구
너무 다른 친구들
비내리는 고양이섬

책 속의 연인들

발리베른
www.balivernes.com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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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베른
유아를 위한 고전
어린이·청소년

20 000 lieues sous les mers

어린이·청소년

해저 2만리

쥘 베른 원작
피에르 크룩스 각색
마르조리 베알
네모 선장과 그의 유명한
잠수함을 만나볼래?

바다 괴물이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어! 아로낙스
교수는 바다 괴물을 잡으러 출발했지. 앗!
저기 괴물이야! 하지만 사실 그건 네모 선장의
잠수함이었어. 그렇게 아로낙스와 친구들은
잠수함을 찾으러 해저로 가서 거대 오징어를
마주쳤어. 거대 오징어를 피해 무사히 탈출하긴
했는데... 과연 네모 선장은 어디로 간 걸까?
쥘 베른의 유명한 소설을 각색해 아주 짧은
문장들로 책의 여정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유아의
눈높이 맞추어 구성한 책. (총 6권으로 이루어진
유아용 고전 시리즈)

RIGHTS SOLD

형태들은
어떻게 놀까?
아이는 책 속 직사각형의 하루를 따라다니며
직사각형에 새로운 친구를 찾아 주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형태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짧고
간결하고 귀여운 이야기.
9782350671123 | 2015 | 20쪽 | 17x17 cm | 9.00 €

코랄리 소도
니콜라 구니
직사각형이 지루해하고

스페인어로 출판됨 (World)

있어. 함께 놀 수 있도록

9782350671628 | 2018 | 20쪽 | 17x17 cm | 9.00 €

A quoi jouent les formes ?

친구를 그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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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베른
어린이·청소년

Camélion

어린이·청소년

카멜라이언

니콜 스닛셀라
코랄리 소도
꼬마 사자는 자꾸만 색깔이
변하는 갈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들과 다르다는
건 때로는 참 힘든 일이죠.

꼬마 사자는 아빠처럼 부푼 갈기를 가지고
있지만, 갈기 색깔이 자꾸 변해서 놀림을 받곤
했어요. 하마는 꼬마 사자를 놀려대고, 악어는
꼬마 사자를 보고 놀라고, 앵무새를 꼬마 사자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번은 아빠 사자를
따라서 사냥을 하러 갔지만, 얼룩말조차도 꼬마
사자를 보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남들과
다르다는 건 힘든 일이죠...하지만 꼬마 사자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동물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꼬마 사자에게 '
카멜라이언'이라는 귀여운 별명도 지어
주었답니다.

RIGHTS SOLD

무한한
우주에서

로리 코헨
마르조리 베알
지구에서 우주까지, 시적인
산책을 떠나자.

중국어로 출판됨 (간자체)

Dans l'espace infini

9782350671239 | 2016 | 20쪽 | 17x17 cm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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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주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우리 머리
위 겨우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위성이 빙빙 돌고
있지. 하지만 우주는 무한히 뻗어 나가기도 해.
우리의 밤을 지켜주는 달과 태양계와 행성들의
우두머리인 태양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지만,
그 너머에는 은하수, 블랙홀, 거대한 폭발 속에
죽거나 살아남으며 저 먼 곳의 갤럭시까지
펼쳐진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며 우주의
아름다움과 거대한 위엄을 만들어 낸단다.
9782350671260 | 2016 | 48쪽 | 21,7x31 cm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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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베른
어린이·청소년

에마 로베르
로맹 뤼비에르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Dis, c'est quoi le bonheur ?

어린이·청소년

Jusqu'à la dernière dernière page

행복이란
뭘까?

이야기를
끝내야 해

꼬마 토끼는 주위에 있는 다양한 생명체들에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라고 물어보고 다녔어.
꽃에게 행복이란 꽃잎을 부드럽게 비추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햇볕을 느끼는 거라고 했어.
커다란 참나무는 자신이 아름답고 위엄 있다는
느낌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대답했고, 새는
행복이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곰은 꿀을
마음껏 먹는 것이라고 대답했어. 수많은 동물과
이야기해본 뒤에 꼬마 토끼는 한 아이를 만나고,
행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지.

옛날 옛적에 아주 부지런했지만 매일 집에서
글만 쓰고 먹을 것을 사러 갈 때만 집 밖에 나오던
젊은 작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슈퍼마켓에 갔을
때 한 장난꾸러기 요정이 그에게 끔찍한 마법을
걸었죠. 앞으로 이야기를 쓸 때마다 마지막
페이지를 잃게 되는 마법이었어요. 그 후로
작가가 글을 쓰면 마지막 페이지가 창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강아지가 종이를 먹어버리기도
하고, 실수로 먼 곳으로 보내지기도 했답니다.
작가는 집 밖으로 나오게 될까요?

RIGHTS SOLD

로라 페라시올리
알리스 코피니
삶은 다양한 만남과
발견으로 가득 해. 그러니
어서 집 밖으로 나오렴!

덴마크어로 출판됨
9782350671871 | 2020 | 32쪽 | 24,5x28,4 cm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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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350671833 | 2019 | 32쪽 | 24,5x28,4 cm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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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베른
투푸리 시리즈
어린이·청소년

La boîte à images : Les Toupouris (vol. 1)

어린이·청소년

그림 상자

봄의 탄생

투푸리 (제1권)

미카엘 에스코피에
알렉상드르 부르디에
야생은 우리가 상상하던
곳이 아니랍니다.

어느 날, 독특한 언어를 가진 전설의 생명체인
투푸리들의 마을에 한 탐험가가 도착했어요.
탐험가를 맞이해준 투푸리 족장의 집에서
빛나는 보석을 본 탐험가는 보석을 갖고 싶어
했죠. 투푸리 족장은 보석을 잔뜩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어요. 거대한 새 '그랑 크라도'
가 둥지를 틀고 있는 웅대한 바위산 꼭대기였죠.
족장은 전리품을 획득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족장의 말을 듣고 바위산으로 간
탐험가는 고된 시련을 겪게 되는데...

La naissance du printemps

록산느 마리 갈리에즈
에릭 퓌바레
신화와 사랑의 이야기.

9782350671949 | 2019 | 36쪽 | 23x17,3 cm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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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어.
엘프, 고블린, 신들과 타이탄, 사티르 등 온통
신성만이 존재하던 시간이었지. 각각의
존재들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특히 요정 오레이티아는 춤과 몸짓을 통해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어. 거칠고
통제할 수 없는 폭풍의 신 보레아스도 있었지.
서로 너무나 달랐던 보레아스와 오레이티아는
점점 서로를 길들이고, 서로를 잃었다 다시 찾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게 된단다.
9782350671444 | 2019 | 32쪽 | 24,5x28,4 cm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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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베른
어린이·청소년

록산느 마리 갈리에즈
에릭 퓌바레
중세와 현대, 흰색과
검은색, 슬픔과 행복이

Le magicien d'Os

어린이·청소년

Le roi radin

뼈다귀 마법사

구두쇠 왕

륀 공주와 뢴 왕자의 결혼식이 있던 날, 왕자의
심장 한가운데로 총알이 날아들었어요. 너무나
괴로웠던 공주는 점성술사의 조언을 듣고 악당
뼈다귀 마법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뼈다귀
마법사는 륀 공주가 영원히 곁에 있어 준다면 뢴
왕자를 살려내 주겠다고 했죠. 마법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륀 공주는 포로가 되어 마법사의
기묘한 집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좌절에 빠진
뢴 왕자는 사랑하는 공주를 구하러 떠나기로
결심하죠.

새벽같이 일어난 당나귀가 마을로 향하던
길에 닭을 만났어요. "당나귀야, 어디 가니?"
"구두쇠 왕을 위해서 장 보러 간단다." 당나귀가
대답했어요. 그런 잡일을 하러 이 험한 길을
가다니, 아주 멍청한 당나귀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닭은 달걀 두 개를 줄 테니 당나귀 등에
태워달라고 했어요. 닭을 등에 태우고 다시
길을 가던 당나귀는 오리, 돼지, 토끼를 차례로
만났어요. 동물들은 모두 하나 둘 씩 당나귀 등에
올라탔죠. 하지만 알고 보니 당나귀는 동물들이
생각한 것처럼 멍청하지 않았는데...

9782350671758 | 2019 | 118쪽 | 22x13 cm | 15.00 €

세드리크 장비에
마를렌 베르글라
겉모습만 믿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돼.

뒤섞인 환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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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350671741 | 2019 | 32쪽 | 31x22 cm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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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베른
야옹이 시리즈
어린이·청소년

프레데리크 로랑
오로지 독자만이 그들을
서로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답니다. 책은 마법같은
물건이니까요.

Les amoureux du livre

어린이·청소년

Les chats Venturiers

책 속의 연인들

탐냥이들

그는 왼쪽 페이지에 살아요. 그녀는 오른쪽
페이지에 살죠. 그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녀도 그를 아주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사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강 같은 '제본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정작 그들은 이 문제를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라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과연 이 둘은 어떻게 서로 만날
수 있을까요?

고양이 무리인 '탐냥이들'은 항상 세상 모든
대륙을 탐험하러 다니거나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모험을 떠나고 싶어 해. 이번에는 이집트에서
새로운 모험이 펼쳐졌어. 가장 미스터리한
파라오였던 '투탕카냥'의 무덤을 찾아 나서는
모험이야. 탐냥이들은 고양이 뉘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숨겨진 피라미드를 발견하게
되지만, 피라미드 내부의 어두운 미궁에 발이
묶이게 되었어! 과연 탐냥이들은 보물과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시리즈의 22번째 작품.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9782350671963 | 2020 | 40쪽 | 24x24 cm | 14.00 €

스테파니 뒤낭 팔라즈
소피 튀렐
옛날 옛적에, 항상 새로운
모험에 목말라하던 두
야옹이가 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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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350672045 | 2020 | 40쪽 | 20x15 cm | 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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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베른
꼬마 여우
어린이·청소년

Les quatre saisons de Petit Renard

어린이·청소년

꼬마 여우의
사계절

니콜라 구니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다시 겨울. 사계절과 함께
성장하는 꼬마 여우.

날씨가 추운 날이었어요. 잠들어 있던 꼬마
여우의 주둥이 위로 눈송이가 떨어져 꼬마
여우의 잠을 깨웠어요. 꼬마 여우는 계절들을
지나며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한 꼬마 여우
여자친구도 만나게 되죠. 겨울,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한 해가 지나 꼬마 여우도 더 커져 있을
거예요!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한국어, 중국어
9782350671666 | 2018 | 32쪽 | 24x24 cm | 13.00 €

Les surprenantes et extraordinaires
aventures du baron de Münchhausen

바론 뮌하우젠의
놀랍고 신기한
모험
루돌프 에리히 라스페 원작
피에르 크룩스 각색
페데리코 콤비
영웅적이고 환상적인
주인공 뮌하우젠 남작과
떠나는 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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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론 뮌하우젠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어.
뮌하우젠 백작이 어떻게 북극곰으로 변장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니? 터키인들과의
전쟁터에서 대포알을 타고 날아간 이야기, 하마
등에 타고 바다로 모험을 떠났던 이야기, 그리고
허리케인에 휩쓸려 달로 날아간 이야기를 들어
볼래? 어쩌면 화산 속에서 로마 신 불카누스와
만났던 이야기를 해줄지도 몰라!
9782350671017 | 2019 | 32쪽 | 24,5x28,4 cm | 14.00 €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발리베른
어린이·청소년

레니아 마조르
카티 들랑세
요정이라니! 그것도 열 명의
요정이라니 정말 멋지지?
그런데 열 명의 요정보다
더 멋진 사람이 있단다.

Mieux que dix fées

어린이·청소년

Monsieur Fée

열 명의
요정보다도

요정
아저씨

어서 와, 너에게 서로 다른 능력을 지닌 열 명의
요정들을 소개해 줄게. 네가 슬플 때면 너를
위로해 줄 뽀뽀의 요정, 자기 전에 너의 귀에
이야기를 속삭여주는 요정, 네가 다쳤을 때
작은 상처를 치료해주는 요정... 하지만 이 모든
능력을 전부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 열 명의 요정보다 멋진 한 사람 말이야.
누군지 맞춰볼래?

있어. 그리고 여기, '요정

요정 아저씨는 숲속의 다른 요정들과는 조금
달랐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엉덩이에 뿅 하고
주사를 놓는 뽀뽀의 요정을 따라 해보려고했지만,
사람들은 그저 웃어넘겼어. 치료의 요정처럼
뿅하고 붕대가 나타나는 마법을 부려봤지만,
나무를 붕대 감은 솜사탕으로 만들어버렸을
뿐이었지.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요정 아저씨는 슬픈 사람들로 가득한
회색 마을로 떠났어. 그런데 그곳에서는 요정
아저씨의 실수가 마을의 회색 벽에 색을 입히고,
사람들을 웃겨 주었어. 요정 아저씨에게도
재능이 있었던 거야!

아저씨'도 있지.

RIGHTS SOLD

RIGHTS SOLD

이탈리아어로 출판됨

모르간 드 카디에
플로리앙 피제
집의 요정, 용기의 요정…

9782350671369 | 2017 | 32쪽 | 22x16,5 cm | 10.00 €

세상에는 다양한 요정들이

영어로 출판됨 (미국)
9782350671567 | 2018 | 36쪽 | 24x24 cm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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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발리베른
다국어 그림책
어린이·청소년

마에하라 모토미츠
세상의 다양한 언어들을
발견학고 호기심을 갖도록
해주는 책!

Oiseaux

어린이·청소년

Un ami

새

우리의 친구

독특한 콜라주로 만든 삽화로 구성된
그림책으로, 여러 단어를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중국어, 에스페란토
등 다양한 언어로 소개한다. 어린이들이 매우
어린 나이부터 세상을 발견하고 새로운 언어에
호기심을 갖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책이며,
특히 다문화 가족의 어린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배워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피에르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했어. 어떤
동물을 키우고 싶냐고 아빠가 묻자, 피에르는
하마라고 대답했지. 그러자 아빠는 뚝딱뚝딱
잠수함을 만들었고, 둘은 욕조를 통해 심해로
탐험을 떠났어! 놀라운 해양 생물들을 잔뜩
만나고 나자, 하마 가족이 사는 거대한 산호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도착했지. 그런데 하마
가족 중에서 어떤 하마를 데려가야 하지? 아기
하마를 훔쳐 갈 수도 없고, 어린 하마들에게서
부모를 빼앗을 수도 없잖아. 과연 피에르는 어떤
선택을 할까?

RIGHTS SOLD

크리스토
샤를로트 코트로

영어로 출판됨 (미국)
9782350671840 | 2019 | 20쪽 | 17x17 cm | 9.00 €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그
사이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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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350671734 | 2019 | 32쪽 | 24,5x28,4 cm | 14.00 €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발리베른
어린이·청소년

툴리오 코르다
왼쪽에 한 단어를 쓰고
오른쪽에 반대말을 쓰면,
그게 바로 고양이와
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일 거야.

Une histoire de contraires

어린이·청소년

Une île sous la pluie

너무 다른
친구들

비내리는
고양이섬

오늘 아침에도 고양이는 일찌감치 잠에서
깨어났지만 개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 고양이와
개의 서로 다른 점은 그것뿐이 아니야. 고양이는
용감하고 개는 약간 겁쟁이야. 개가 고양이를
쫓아다닐 때면, 한쪽은 느리고 한쪽은 빠르지.
둘이서 집안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나면
밖으로 나갈 텐데, 고양이는 새를 잡으러 다니고
싶어 할 거야. 하지만 개 때문에 고양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겠지. 과연 고양이와 개는
친구일까 적일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

RIGHTS SOLD

우리와 조금 달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항상 비가 내리는 섬이 있었어. 그 섬에는 아주
고상한 고양이들이 살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수고양이 한 마리가 수영을 해서 섬으로
왔어. 수고양이는 우산을 쓸 줄도, 칼과 포크를
사용해서 밥을 먹는 법도 몰랐고 물웅덩이에도
마구 뛰어들었어. 섬의 고양이들은 자신들과
너무 다른 수고양이에게 고상한 예절을
가르쳐주려 해봤지만 실패했고, 결국 수고양이를
쫓아내 버렸어. 하지만 어느새 섬에 비가 점점
많이 오더니, 홍수가 나게 생겼어! 이제 섬의
고양이들은 수영할 줄 알고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양이의 도움이 필요해졌는데...

배울 점이 있어.

RIGHTS SOLD

영어로 출판됨 (미국)
9782350671918 | 2020 | 32쪽 | 20x26 cm | 14.00 €

모르간 드 카디에
플로리앙 피제

3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네덜란드어,
중국어 간자체
9782350671185 | 2015 | 40쪽 | 29,5x21 cm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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