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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식의 길 109번지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하나, 둘, 셋, 학교 가자!

경제

8,848m

이야기 교실

아나이스 닌

질투심아 사라져라!

버그 (제2권)

 르비캉드의 열병
위
(컬러판)

채소가 자라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
장 콕토, 앙팡 테리블
시베리아의 숲에서
신나는 신화
육체의 왕국
 해야만 하는
꼭
이야기가 있어요

화이트 하우스
잠 들지 않는 집
코알라의 철학
방귀쟁이 공주
동물들의 성 (제2권)
꿈영화관
늑대

 러와 도시의 문제
킬
(제2권)
메두사의 난파자들
에펠탑, 어디에 쓰는 거야?
물루
네갈리오드 (제1권)
 리 집에 물건이
우
가득가득해
7월 14일
지표 (제2권)
베를린의 두 사람
설국열차: 멸망 (제2권)
늑대를 뽑아주세요

카스테르망
www.Casterman.com/Jeunesse 해
 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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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르망
탄식의 길 109번지
만화·그래픽 노블

109 rue des soupirs :
Fantômes sur le grill

어린이·청소년

하나, 둘,
셋, 학교 가자!

탄식의 길
109번지

궁지에 몰린 유령들

MR. 탕
욤귀 뒤몽
독자들을 웃다 지치게 만들
새로운 이야기!

엘리오는 언제나 집을 비우는 부모님 대신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바로 에바, 앵거스, 아메데,
월터라는 유령들이야! 그러던 어느 날, '낙오된
유령 조사위원회(CRI)' 의 수사관이 109번지
엘리오네 집으로 오고 말았어. 수사관은 엘리오네
집이 '제대로' 유령 씌인 집인지 미심쩍어했는데,
이 집의 유령들이 엘리오를 좋아했기 때문에
문제였지. 유령들은 자신들이 무서운 유령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
함정, 고문, 층마다 우는 소리내기 등등. 하지만
유령 사냥꾼 '윌리카 본 파프리카'가 등장하면서
일은 복잡해졌어. 유령 사냥꾼의 눈에 띄지 않는
동시에 무서운 유령인 척도 해야 해. 어떻게 하지?
이미 첫 번째 책으로 수많은 독자를 정복시킨,
유머로 가득한 새로운 고딕 시리즈.

RIGHTS SOLD

네덜란드어로 출판됨 (Ballon Media)

1, 2, 3… à l'école !

마리안 뒤뷕
매 페이지마다 다양한 동물
학교의 모습이 가득한
그림책. 어서 빨리
구경 가자!

오늘 아침, 폼은 책가방을 꺼내서 간식도 넣고 새
운동화도 넣었어요. 학교에 갈 준비는 완벽했죠.
하지만, 폼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건 내년이나 되어야
한대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일 년을 더
기다린다는 건 너무 해요. 폼은 학교에 가게 된 동물
친구들을 따라가서 구경이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토끼와 개구리와 여우와 곰의 학교를 구경했어요.
동물들은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며 글자 쓰는 법,
숫자 세는 법,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운동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책을 읽고, 그 밖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교에서의 하루를 보낸답니다.
섬세한 볼거리로 가득한 크고 아름다운 그림책.

RIGHTS SOLD

12개 언어로 출판됨: 영어
(Kids Can Press), 이탈리아어 (Il Castello),
스페인어 & 카탈로니아어 (Juventud),
터키어 (Red House), 체코어 (Host)…
9782203208582 | 2020 | 32쪽
29x36 cm | 15.95 €

9782203064348 | 2020 | 128쪽
16,2x23,5 cm | 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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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르망
영어덜트

8 848 mètres : Là-haut,
elle ne sera plus la même

만화·그래픽 노블

8,848M

실렌 에드가
열 다섯 말로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오르며
성인이 되어 간다.

카스테르망 | 9782203064317 | 2020
312쪽 | 14,5x22 cm | 16.00 €

아나이스 닌

거짓의 바다 위로

정상에 오르며
성장하다
열 다섯 살 말로리는 8000m 산을 등반한 최연소
프랑스인이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전한다. 말로이의 부적이자 롤모델인
아버지와 함께라면 산소 부족, 고단한 신체,
어떠한 극단적인 상황도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말로이는스스로우뚝서는법도배우려한다.
이번 등반은 말로이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 알프스산맥의 오염, 녹아가고 있는
빙하, 등반으로 인해 말로이의 신체에 가해질
죽음에 가까운 위험과 불교 사상까지, 그녀가
젊은이로서, 또한 곧 성인이 될 사람으로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책이다.

Anaïs Nin : Sur la mer des mensonges

레오니 비쇼프
아나이스 닌의 인생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자기
확신, 해방 된 관능과
같은 페미니즘적 주제를
탐구한다.

1930년대 초반. 파리 교외에 사는 아나이스
닌은 은행가의 아내라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받는다. 두 대륙과 세 개의 언어를
오가며 삶의 뿌리를 바꾸어 온 그녀는, 여성을
주변부에 존재하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사회
속에서 좀처럼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작가가 꿈인 아나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일종의
도피처로서 일기를 써 왔다. 일기는 그녀의
약이며 동반자이고, 자신의 감정의 복잡성을
탐구하고 그녀 안에 끓어오르는 관능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그녀 자신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나이스는 앞으로 자신의 삶에
일어날 엄청난 격변의 첫걸음이 될 남자 앙리
밀러를 만나고...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Garbuix)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7000부 판매
카스테르망 BD | 9782203161917 | 2020
192쪽 | 21,6x28,8 cm | 2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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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르망
버그
만화·그래픽 노블

앙키 비랄
앙키 비랄의 <버그>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Bug (Tome 2)

어린이·청소년

Cache-toi petite cuillère !

버그 (제2권)

채소가 자라서

근미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순식간에
디지털 세상을 빨아들여 디지털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한 남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험난한 눈 폭풍 속에 서
있다. 인류의 기억을 간직한 유일한 인물이며
모두의 표적인 이 남자의 목표는 하나뿐이다.
딸을 구하기 위해 살아남는 것.

밭의 채소들이 자라고 또 자랐어. 그러면 우리는
채소를 따서 퓌레를 만들지.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 속으로 냠냠!

RIGHTS SOLD

9782203208490 | 2020 | 8쪽
15x15 cm | 12.00 €

7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Norma),
이탈리아어 (Alessandro), 덴마크어 (Cobolt),
스웨덴어 (Cobolt), 독일어 (Carlsen)…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0만부 판매
> 영화화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
카탈로니아어 (Casals)

코랄리 소도
카롤린 달라바
아이들이 음식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그림책 시리즈.

카스테르망 BD | 9782203163614 | 2019
80쪽 | 19x26,6 cm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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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르망
어린이·청소년

카퓌신 르왈
모 르그랑
어린 독자들의 애정을
키워줄 커다란 모성의 힘.

Cet enfant que j'aime infiniment

만화·그래픽 노블

Cocteau, l'enfant terrible

내가 사랑하는
아이

장 콕토,
앙팡 테리블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 고백. "우리 지구에는
납작한 해파리, 아주 작은 물고기, 너무나 귀여운
고양이, 우리를 무는 곤충들, 상냥한 달마티안,
심지어 화성인들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 모든
생명체 중에 한 아이가 있단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지. 엄마는 정말 행운아야.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이 아이는 아침이면 내 침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오곤 하거든. 지구는
너무나 넓고 아이는 볼리비아의 해먹 위에,
미얀마 해안 위에, 몽골의 요트 위에, 어디든 갈
수 있을 텐데 내 방으로 와서 나와 함께 침대 위에
눕는단다."

작가, 영화감독, 시인, 그리고 화가까지. 장 콕토
(1889~1963)는 천 개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인다. '무서운 아이' 장 콕토의 인생을 상세히
돌아보는 책으로, 저자 로렐린 마티우시와
프랑수아 리비에르는 장 콕토 개인의 전기적인
요소는 물론, 다양한 형태로 피어난 그의 작품이
내포하는 몽환적인 암시를 함께 담아냈다. 콕토는
흔치 않은 집요함을 지닌 탐미주의자였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피카소, 레이몽 라디게 등
콕토가 지지하던 예술가들까지 참여했던 당시의
아방가르드 운동에 당혹감을 느꼈던 작가였다.
강렬하고 매혹적인 흑백 전기 속에서 독자는 장
콕토의 사랑, 약물 남용, 그의 재치와 변화무쌍한
작품관을 모두 엿볼 수 있을 것이다.

9782203208445 | 2020 | 32쪽
17x21 cm | 5.95 €

로렐린 마티우시
프랑수아 리비에르
쉽게 규정지을 수 없는 한
예술가의 여정.

카스테르망 BD | 9782203131767 | 2020
256쪽 | 18,6x26 cm |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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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르망
만화·그래픽 노블

Dans les forêts de Sibérie

어린이·청소년

시베리아의
숲에서

비르질 뒤레이
실뱅 테송
실뱅 테송의 베스트셀러를
만화로 각색한 작품.

인간의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분리되어 살 수
있을까? 도시의 일상을 떠나 세상의 끝에서
살기. 그것이 실뱅 테송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도전이었다. 여행 작가 실뱅 테송은 2020년 2
월부터 7월까지, 겨울이 끝나가는 시베리아에서
봄의 시베리아까지를 살았다. 바이칼 호숫가의
오두막에 홀로 살던 그는 책, 보드카, 추억에
둘러싸여 천천히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침묵을
받아들였다. 테송은 자연을 방해하지 않고
장기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며 시베리아를 걷고, 탐험하고, 낚시를 하고,
호수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도 타고, 흔치 않은
이웃이 생기기도 했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카탈로니아어 (Simbol),
스페인어 (Harper Collins)

FIND OUT MORE

Dynamythes : 20 histoires mythologiques
dont on parle sans le savoir

신나는 신화

스무 가지 신화 이야기

아넬리즈 외르티에
브누아 페로
재능 있는 소설가가 그리스
신화를 다시 쓴, 기지
넘치는 대작!

옴파로스, 에코, 메두사… 이런 단어를 들어
보셨나요?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리스 신화로부터 왔답니다.
저자 아넬리즈 외르티에는 신화로부터
기원한 표현들에서 출발해, 오래된 그리스
신화 이야기에 쌓인 먼지를 털어 내고 새롭게
이야기를 꾸며 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 모든 일이
불쌍한 판도라의 책임인지 따져 보는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로 변신한<판도라의 상자>, 산
정상에서 벌어지는 스타와의 인터뷰가 된 <
아틀라스>, 님프들과 신들과 전쟁의 장군들을
모두 불러 모은 거리 인터뷰 <패닉>. 코미디,
액션, 시, 노래 등 다양한 형식으로 탄생한
진정한 대작.
9782203208827 | 2020 | 128쪽
22x29 cm | 12.90 €

> 프랑스에서 2만부 판매
카스테르망 BD | 9782203198821 | 2019
112쪽 | 19x26,8 cm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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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르망
만화·그래픽 노블

Flesh Empire

만화·그래픽 노블

육체의 왕국

얀 르장드르
<블레이드 러너>와
<신시티> 사이, 기술
발전에 관한 놀라운 SF.

싱귤래리티'라고 불리우는 세계의 주민들은
복잡한 비 생물학적 인공 지능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들이다. 각각의
휴머노이드들은 싱귤래리티의 디지털 메모리의
집약체이자 중앙 프로그램인 데이터 센터에
자신의 지식을 기록한다. 데이터 센터가 포화
상태에 직면하고 싱귤래리티가 과밀화된
상황에서 상원은 일부 주민을 척출해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연구원 레이 지모브는 싱귤래리티의
휴머노이드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
육체의 쾌락'이라는 새로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는데...
카스테르망 BD | 9782203164314 | 2019
128 pages | 19,4x26 cm | 19.00 €

Il fallait que je vous le dise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드 메르미오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 '
낙태'를 둘러싼 침묵을 깨기
위한 목소리.

비록 선택권이 주어진다 해도 낙태는 여성의
삶에서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 혼자서만
그 문제를 껴안고 있거나, 그 일에 수반되는
감정과 표현의 양면성조차 주변에 표현할
수 없다면 더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뇌, 죄책감, 외로움, 육체적 고통,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도 없다는 느낌... 저자 오드
메르미오는 이제 그 침묵을 깨려 한다. 저자가
상담했던 환자들의 이야기는 물론 전문의
마르탱 윙클러의 환자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두 의사의 이야기는 결국 한곳으로 모이며
이토록 강렬하고 평화로우며 동시에 지금의
사회에 꼭 필요한 책을 탄생시켰다.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Rollercoaster Press)
카스테르망 BD | 9782203153738 | 2019
168쪽 | 21,6x28,8 cm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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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르망
만화로 보는 우리 사회
어린이·청소년

Je ne veux plus être un enfant !

만화·그래픽 노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경제

모든 어린이가 공감할 만한

말도 많고 상상력 풍부한 작은 소년의, 웃음을
자아내는 항의서.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차를 운전하고, 샴페인도
마시고, 멋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장난감 돈이
아니라 진짜 돈으로 물건을 사고, 어른들처럼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고 싶었거든요. 아이는
어른들이 시키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찍 자기, 일찍 일어나기, 씻기, 학교 가기, 말
잘 듣기, 예의 바르기, 친절하기, 나눠주기 같은
것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어째서 우리 삶에서 경제가

엉뚱하지만 매력적인 어린

RIGHTS SOLD

불가피한지 이해하도록

파트리샤 베르비
샤를 뒤테르트르

주인공의 이야기.

이탈리아어로 출판됨 (Coccole Books)

L'économie

제자벨 쿠페 수베랑
오리안 뷔

도와 주는 만화.

조에는 실직 중인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똑똑하고 주도적인 열두 살 조에는 엄마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조에는 은퇴한 경제학 교수인 옆집
로빈슨 할머니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가며
일, 실업, 세계화, 은행, 기술 발전, 불평등,
공정, 퇴직, 기본 소득, 생태학, 화폐, 재정,
유럽 경제, 브렉시트 등 오늘날 우리의 경제
활동을 지배하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문점을
풀어간다.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 (Miseghy Children's Press)
9782203168497 | 2020 | 48쪽
19,8x26,5 cm | 12.95 €

9782203207431 | 2020 | 32쪽
20,2x26,2 cm |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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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르망
비폭력 대화
어린이·청소년

La classe aux histoires

어린이·청소년

이야기 교실

레미 쇼랑
로랑 시몽
평범한 교실과는 다르다.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교실!

베르플로 아저씨의 교실에선 매일 아침 한
아이가 친구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이상한
이야기라면 더 좋아하죠. 깨끗이, 한방이,
땅파기, 투덜이, 지저분이, 숨는이, 송곳니,
물림쇠, 다정이, 붕대… 이름도 독특한 아이들이
펼쳐 놓는 이야기라면 얼마나 재밌게요?
그러니 책상다리로 앉아 책을 펼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웃음이 터질걸요!
9782203064355 | 2020 | 32쪽
29x36 cm | 15.90 €

비르지니 알라지디
카롤린 플리시에
케이 람
부모와 아이가 비폭력
대화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아름다운 그림책.

La jalousie, ça suffit !

질투심아
사라져라!
키 높은 수풀 사이를 뛰어다니는 얼룩말
알프레드와 아크로바틱에 푹 빠진 원숭이 조니는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승냥이 니코는 함께 하지
않아. 다른 친구들이 니코와 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니코는 친구들에게
같이 놀자고 말하기가 어려운 걸까? 모여서
놀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부럽고 당황스럽고
화가 난 니코는 복수를 하려고 친구들이 가지고
놀던 공을 빼앗아 버리기까지 했어! 하지만
가끔은 단순한 질문 하나가 충돌을 막을 수 있게
해주지. 목이 긴 기린 테레사가 니코에게 물었어.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지 않니? 네 마음이
어떤지 친구들에게 말해주지 않을래?" 질투심이
너무 커지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해.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Beijing
Xueersi Education Technology), 터키어
(Versus Kitap)
9782203208506 | 2020 | 32쪽
19,5x24 cm | 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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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르망
어둠의 도시들
만화·그래픽 노블

La fièvre d'Urbicande (Édition couleur)

만화·그래픽 노블

위르비캉드의
열병 (컬러판)

프랑수아 슈이텐
브누아 페테르스
자크 뒤리외
초판이 출판된지 35년,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인 자크 뒤리에의
채색과 함께 재탄생한

1985년 앙굴렘 최고작품상을 수상했던
프랑수아 슈이텐과 브누아 페테르스의 장편
사가의 두 번째 작품이 최초로 컬러판으로
재탄생했다. 위르비캉드의 외젠 로빅은 불만이
많다. 위르비캉드를 관리하는 '위기관리 위원회'
가 위기에 직면한 도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다리 건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로빅의 사무실에 파괴할 수 없는 강철로
만들어진 이상한 물체가 나타난다. 그리고
기원을 알 수 없는 속이 빈 입방체 구조의 물체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데...
카스테르망 BD | 9782203202924 | 2020
104쪽 | 24x32 cm | 24.00 €

La Maison Blanche :
Histoire illustrée des présidents des USA

화이트 하우스
미국 대통령의 역사

에르베 부르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 45명의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

조지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까지, 임기별로
두 페이지씩의 텍스트 및 삽화를 통해 역사상
미국의 태통령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 및 임기
동안 일어난 중요한 사건, 일화, 인용문, 제도적
혁신, 임기상의 위기 등을 다룬다. 예술, 광고,
음악, 영화 등 문화 속에 남겨진 대통령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으며, 유머러스하지만
진실된 내용으로 가득한 이 책에 가짜 뉴스는
없다!
카스테르망 BD | 9782203096271 | 2020
156쪽 | 20x23 cm | 22.00 €

<위르비캉드의 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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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르망
어린이·청소년

La maison sans sommeil

어린이·청소년

잠 들지
않는 집

브누아 말레비치
무서운 이야기를 즐기는
독자를 위한 시리즈!

"폴은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좁은 틈
속에서 손가락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손톱이
빠져버리고 하얗게 질린, 애벌레 같은 손가락이
폴의 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다." 열한 살 중학생
폴은 최근에 차갑고 단단한 돌벽으로 둘러싸인
집으로 이사를 왔다. 부모님은 항상 바빠 보였고,
옛 친구들과도 멀어진 폴은 새집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게다가 밤이면 몽유병에 시달리곤
했는데, 잠에서 깨어 보면 항상 집안의 가장
으슥한 곳에 있는 창고 문 앞이었다. 창고 문
뒤에서는 배관 파이프를 흔들고 벽을 긁는
어떤 무시무시한 것이 숨어서 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9782203064553 | 2020 | 120쪽
14x19 cm | 5.95 €

La philosophie koala : Les pieds sur terre

코알라의
철학

땅 위에 단단하게
발을 딛는 법
베아트리스 로드리게즈
매력적인 동물 친구들이
등장해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그림책.

코알라,새,카멜레온은즐겁게자연의아름다움을
관찰한다. 나비의 탄생, 별, 다양한 동물들, 식물의
생명 주기, 자연의 탈바꿈… 응가의 효용을
배우며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플라스틱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접하기도 한다.
어린 독자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학적 인식에 관한 철학적인 성찰을
제공하며, 섬세한 유머와 감수성이 빛나는
보석같은 이 책은 아이와 부모 모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 (Bomnamu Publisher)
9782203136007 | 2020 | 80쪽
21x28 cm | 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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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르망
동물들의 성
어린이·청소년

La princesse qui pue qui pète

만화·그래픽 노블

방귀쟁이
공주

마리 티비
티에리 만
왕좌보다 농장을 더
좋아하는 공주 이야기.

카스티유는 평범한 공주가 아니다. 장미를
싫어하고, 유니콘이나 아기 고양이에도 별 흥미가
없으며 꽃으로 장식된 요술봉이나 하트 모양 자수도
거부한다. 카스티유가 좋아하는 건 농장의 돼지
마튀랭을 돌보는 일이다. 카스티유는 드레스와
속치마가 진흙과 똥에 더러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카스티유에게는 농장이 천국이다. 하지만
어느 날, 카스티유의 아빠인 왕이 다가와 카스티유를
애교쟁이로 만들어 줄 마법의 약을 먹게 하는데...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한 힘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중요한 주제를
유머러스한 삽화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글로
담아낸 책.

9782203208483 | 2020 | 32쪽
14,5x22 cm | 5.95 €

Le château des animaux (Tome 2) :
Les marguerites de l'hiver

동물들의 성 (제2권)
겨울의 데이지

펠릭스 들렙
자비에 도리송
비폭력을 통한 저항.

성 안은 온통 겨울이다. 실비오 대통령이 공포
정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겨울의
차가운 기후는 더욱 가혹하기만 하다. 하지만 미스
B와 그 친구들인 토끼 시저와 쥐 아젤라는 아직
굴복하려 하지 않는다. '데이지'라는 별명을 가진
미스 B 일당은 종소리가 나는 목걸이의 착용을
거부하며, 모든 동물들에게 무료로 나무를 배포할
것을 요구하며 황소 같은 독재자에게 대항하는
운동을 펼친다. 이 용감한 친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드높이기 위해 매일 밤 추위에
맞서가며 실비오 대통령의 창문가에 앉아 있다.
그러나 데이지의 뜻대로 독재 정권을 물리치려면
가장 무서운 함정, 즉 폭력에 굴복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 과연 미스 B는 친구들이 평화롭게
저항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도전이
시작되는데...

RIGHTS SOLD

7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Splitter),
스페인어 (Norma), 덴마크어 (Shadow Zone),
스웨덴어 (Egmont), 포르투갈어 (Geomais)…

카스테르망 BD | 9782203172500 | 2020
56쪽 | 24x32 cm | 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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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카스테르망
꿈영화관
만화·그래픽 노블

Le cinérêve : Le mystère Hortensia

꿈영화관

만화·그래픽 노블

늑대

오르땅샤의 비밀

롤랑 가리그
안 디디에
카트린 뒤발
환상적인 모험 속 꿈과
현실이 뒤섞이는 삼부작의
첫 번째 작품.

기묘한 이웃 멜 오르땅샤를 지켜보던 아홉
살 오귀스탱 푸생은 '꿈영화관'이라는 이상한
장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낸다. 꿈영화관은
영화를 보듯이 장면을 선택하면 한 사람만을
위해 맞춤형으로 상영되는 꿈속에서 그 장면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오귀스탱은 기사가
되는 꿈을 선택하고, 기사가 되어 중세 시대로
간 오귀스탱은 험악한 도적의 손아귀로부터
성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 도적은 현실에서
오귀스탱을 괴롭히기 좋아하던 푸앵카레
선생님이었다! 꿈속의 오귀스탱은 승리를
거두고, 다음 날 현실로 돌아왔을 때 선생님은
웬일인지 오귀스탱을 더는 괴롭히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오귀스탱은 꿈영화관에
다시 들어가기만을 애타게 기다린다. 하지만
꿈영화관에 달려갔을 때, 미스터리한 파워를
가진 인간인 '마법사'들만이 입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과연 오귀스탱은
꿈영화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까?

Le loup

장 마르크 로셰트
<모비 딕>과 <나비의 무게
(에리 드 루카)> 사이에서,
동물의 왕국 속 인간의
위치를 묻는 생태학적 우화.

에크랭 산 속, 가스파르는 산악 목초지에서
방목하는 양을 지키는 목동이다. 가스파르는
양 무리를 잡아먹으려는 늑대를 죽여야만
하지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늑대 새끼를
살려주기로 한다. 그러나 여름이 왔을 때 어린
늑대는 복수에 굶주리고 힘센 성인 늑대로
성장해 있었다. <늑대>는 충격적이고 강렬한
이야기로 독자를 물어뜯는다. 독자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이 거칠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더 무서운 것은 어느 쪽인가. 늑대인가,
사람인가?

RIGHTS SOLD

8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Knesebeck),
그리스어 (Utopia), Croatian (Naklada Fibra),
이탈리아어 (Ippocamapo),
덴마크어 (Fahrenheit)…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45000부 판매
카스테르망 BD | 9782203196773 | 2019
112쪽 | 19x26,8 cm | 18.00 €

9782203181168 | 2020 | 64쪽
21x27 cm | 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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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카스테르망
킬러와 도시의 문제
만화·그래픽 노블

Le tueur. Affaires d'état (Tome 2) :
Circuit court

만화·그래픽 노블

메두사의
난파자들

킬러와 도시의
문제 (제2권)

킬러의 새로운 개입 분야:

민주주의, 정의.. 멋져 보이는 이름을 가졌으며
정직한 이들을 위로하는 듯해 보이는 그 모든
위대한 원칙들은 사실 부패, 탐욕, 폭력에
직면했을 때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책을
펼치면, 거대한 싸움의 중심에 한 킬러가 있다.
그리고 사회 질서의 보증인이 되어야 마땅할
사람들이 싸움에서 손을 떼자, 도시는 통제를
잃게 되는데…상상했던 것 이상 먼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책.

낭만주의 화가의 걸작

부패에 시달리는 도시

RIGHTS SOLD

과 난파선의 교차점.

뤽 자카몽
마츠

공동체.

독일어로 출판됨 (Schreiber & Leser)
카스테르망 BD | 9782203149755 | 2020
56쪽 | 22,7x30,4 cm | 11.50 €

Les naufragés de la Méduse

장 세바스티앙 보르다
장 크리스토프 데브네

1816년, 왕실 주의자들은 이제 막 혁명과 제국의
후계자들을 권력으로부터 몰아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항해해본 적 없는 한
귀족이 전함 메두사호의 선장이 된다. 7월 2일,
메두사호는 세네갈 해안에서 암초에 좌초되고,
구명정의 수가 부족해 170명의 승객은 바다
위를 떠도는 임시 뗏목에 올라탄다. 그리고 2주
후 발견되었을 때는 겨우 17명의 생존자만이
남아있었다. 낭만주의 화가 제리코는 이 주제에
흥미를 느껴 고전주의 회화의 족쇄에서 벗어날
기회로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로 한다. 그러나,
그림 작업은 벅차기만 하고 예술가의 몸과
영혼을 거의 삼켜버리게 되는데...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7000부 판매
카스테르망 BD | 9782203132429 | 2020
176쪽 | 21,6x28,8 cm | 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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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카스테르망
어린이·청소년

Mais à quoi sert la Tour Eiffel ?

어린이·청소년

에펠탑,
어디에 쓰는
거야?
사미르 세누시
토마 바
다양한 미공개 사실이
실려 있는, 에펠탑에 관한
유례 없는 다큐멘터리.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프랑스의
에펠탑이지만, 1889년에는 수많은 논란의
원인이었어. 사람들은 이 구조물의 효용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다투곤 했지.
에펠탑,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사원도
아니고 성당이나 극장도 아니잖아. 에펠탑에
관한 미공개 사실들이 담겨 있는 책.
9782203181274 | 2020 | 64쪽
21,6x35,8 cm | 15.95 €

Mulu

물루

알렉상드르 샤르댕
나탈리 민
최고의 저자 둘이 모여
탄생한 책. 이번에는 선사
시대로 간다!

물루네 부족의 어린 소년들은 아버지가 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곤 해. 친구들은
얼른 사냥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면 하고
손꼽아 기다리지. 하지만 물루는 그렇지 않아.
물루는 매일같이 강가 깊숙한 곳에 혼자만 알고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노는데, 그곳에선
커다란 곰이 겨울잠을 자고 있어. 물루는 돌벽에
뼈나 작대기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부족 사람들이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을 그리곤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물루가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에 아빠의 창이 놓여 있었어. 창을
들고 사냥에 참여하길 바라는 거야. 물루는
조용히 도망쳐 나와 비밀의 동굴에 숨었어.
물론 곰도 함께였지. 그런데 동굴 밖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풍우가 치기 시작하고...
9782203207530 | 2020 | 32쪽
29x22,3 cm | 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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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카스테르망
가득가득해
만화·그래픽 노블

Negalyod (Tome 1)

어린이·청소년

네갈리오드
(제1권)

뱅상 페리오
먼 미래의 공룡과 인간?
사막같은 풍경과 괴물같은
도시를 그려낸 작품.

우리 집에
물건이
가득가득해

자리 체팔트는 타이 사막에서 공룡을 지키는
목동이다. 그는 공룡과 이야기를 나눌 줄 알고
매듭의 기술을 마스터한 목동이다. 어느 날,
폭풍을 일으키는 트럭이 나타나 그가 지키던
공룡 무리를 휩쓸어버리자, 자리는 복수를 위해
처음으로 시내로 향한다. 복수의 여정을 걷던
주인공이 놀라운 일들을 겪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길을 추구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낸, 선사
시대 생물인 공룡과 SF의 도시 풍경을 결합한
독특한 작품.

아이들이 동물, 도시,

RIGHTS SOLD

스포츠 등 세상을 발견할

8개 언어로 출판됨 : 스페인어 (Norma),
영어 (IDW), 폴란드어 (Egmont),
독일어 (Carlsen), 네덜란드어 (Daedalus)…

Plein plein plein d'objets dans ma maison

알렉상드라 가리발
클로디아 비엘린스키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시리즈.

이 책과 함께라면 일상 속의 다양한 물건들을
탐색할 수 있어요.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놀랄
만한 물건들을 잔뜩 발견할 거예요! 집 안 각각의
방들을 돌아다니며 배꼽 잡는 농담과 글을
즐기다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집 안 물건들의
이름을 배울 수 있답니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Edelvives),
카탈로니아어 (Edelvives)
9782203208575 | 2020 | 20쪽
28,6x37,8 cm | 15.90 €

카스테르망 BD | 9782203152373 | 2018
208 pages | 24x32 cm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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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카스테르망
지표
만화·그래픽 노블

Quatorze juillet

만화·그래픽 노블

7월 14일

바스티앙 비베스
마르탱 케네헨
바스티앙 비베스의 첫
스릴러 작품!

테러로 아내를 잃은 화가 뱅상을 만난 젊은
헌병 지미는, 뱅상과 그의 어린 딸 리사를
자신이 품어주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도 사람들을 구해줄 권리는
있는가? 선의를 자처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바스티앙 비베스와
마르탱 케네헨이 그려낸 새로운 현대 스릴러로,
편집증적이고 분열된 프랑스에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혼란스러운
인물의 초상화가 펼쳐진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 스페인어 (Diabolo),
한국어 (Open Books)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만부 판매
카스테르망 BD | 9782203196834 | 2020
256쪽 | 19,8x28 cm | 22.00 €

Repères (Tome 2) :
2 000 nouveaux dessins
pour comprendre le monde

지표 (제2권)
세상을 이해하는
2000가지 만화

조센 게르네르
주간지 'Le 1' 조센 게르
네르 칼럼 만화의 두
번째 모음집.

조센 게르네르는 주간지 'Le 1'의 첫번째 호부터
만화 칼럼 <지표>를 통해 특유의 유머러스하고
간결한 필치로 경제, 역사, 프랑스, 유럽, 세계,
과학, 일상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사해 왔다. 그의 펜은 단단하고,
그림체는 언제나 깔끔하다. 조센 게르네르의
최근 만화 칼럼을 모은 두 번째 모음집으로,
언제나처럼 유머러스하면서도 학습적인 만화로
최신 뉴스들을 재조명한다.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Jakkajungsin)
카스테르망 BD | 9782203215788 | 2020
264쪽 | 14x20 cm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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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카스테르망
설국열차
만화·그래픽 노블

니콜라 융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독일 여성과 러시아
여성 사이의 우정 이야기.

Seules à Berlin

베를린의 두 사람
1945년 4월, 베를린. 독일 여성 잉그리드는
나치 정권 아래 지냈던 수년간의 지옥 속에서
빠져나왔다. 러시아 여성 에브게니야는
히틀러의 잔재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소비에트 군대와 함께 베를린에 도착했다.
잉그리드는 자신의 집에 자리를 잡으려는 '
러시아 야만인'을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반면,
그동안의 외로웠던 삶에 지쳤던 에브게니야는
앞으로 함께 살게 될 독일의 여인에게 호기심을
느낀다. 독자는 두 사람 각자의 일기를 통해 둘
사이에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우정이 서서히
싹트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 작가 니콜라
융커는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와 더불어, 냉전의
여명에서부터 독일이 경험하게 될 새로운 격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재구성될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초상화를 그려낸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Scratch), 스페인어 (Montserrat Terrones)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6000부 판매
카스테르망 BD | 9782203168527 | 2020
200쪽 | 21,6x28,8 cm | 25.00 €

만화·그래픽 노블

Transperceneige - Extinctions (Tome 2)

설국열차:
멸망 (제2권)

장 마르크 로셰트
마츠
지구에 닥친 새로운 빙하
시대, 생존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된다.

1001칸의 객차를 달고 있는 열차가 생존을
위해 달려간다. 열차의 첫 번째 임무는 열차에
탈 권리를 얻은 자들을 찾으러 가는 것.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으로 갈 여력이 있는
사람들… 지미와 그의 아버지는 멸망을 향해
흐르는 잔혹한 시계 초침에 마음이 급하고,
젱은 설국열차에 오르자마자 그동안 꿈꿔왔던
유토피아의 종말을 목격하게 된다.

RIGHTS SOLD

11개 언어로 출판됨: 영어 (Titan), 이탈리아어
(Cosmo), 스페인어 (Norma), 독일어
(Jacoby & Stuart), 러시아어 (Piter)…

FIND OUT MORE

> 1만부 판매됨 (프랑스)
> 영화화
카스테르망 BD | 9782203172296 | 2020
96쪽 | 19x26,8 cm | 18.00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카스테르망
어린이·청소년

Votez Leloup !

늑대를
뽑아주세요

다비드 칼리
마갈리 클라블레
동물 농장에서 선거를 하게
되었어요. 날카로움을 잊지
않는 동물 우화.

동물 농장의 새로운 우두머리를 뽑기로 했어요.
후보는 농장에 사는 동물들. 모두를 위해
더 많은 진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돼지
피에르, 알을 낳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암탉
잔, 치즈만이 주요 안건인 생쥐 형제가 나섰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아무도 모르던 동물이 한
마리 나타나서 모두의 주의를 끌었어요. 바로,
늑대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은 매력적이고,
친절하고, 농담도 잘하는 늑대랍니다. 모든
동물들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는 게 파스칼의
공약이었어어요. 과연 누가 새로운 우두머리로
뽑히게 될까요?

RIGHTS SOLD

4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Cotton
Tree), 한국어 (Darim Publishing), 이탈리아어
(Coccole Books), 스페인어 (Panamericana)
9782203153233 | 2020 | 40쪽
23,1 x27,2 cm |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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