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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르 롬바르다르고-르 롬바르

  빨간 망토를 찾아서  빨간 망토를 찾아서

  바빌론 (제1권)  바빌론 (제1권)

  국경의 저편  국경의 저편

  젠틀마인드 (제1권)  젠틀마인드 (제1권)

  놀라운 영화 이야기  놀라운 영화 이야기

  카멜라 크림 (제1권)  카멜라 크림 (제1권)

  크리스 카일을    크리스 카일을  
저격한 남자저격한 남자

  아인슈타인의 뇌를    아인슈타인의 뇌를  
훔쳤을 때 일어나는 일훔쳤을 때 일어나는 일

  세상에서 가장 예쁜 똥  세상에서 가장 예쁜 똥

  수송자 (제1권)  수송자 (제1권)

  범인 색출 클럽  범인 색출 클럽

  장갑시의 용사들 (제1권)  장갑시의 용사들 (제1권)

  뮌헨의 마르셀 뒤샹  뮌헨의 마르셀 뒤샹

  그림자들  그림자들

  전지자 (제1권)  전지자 (제1권)

  도마뱀괴물 (제1권)  도마뱀괴물 (제1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법의 마을 마브릭  마법의 마을 마브릭

  나만의 작은 낙원  나만의 작은 낙원

  몬스터 디저트 (제1권)  몬스터 디저트 (제1권)

  뉴욕 카니발  뉴욕 카니발

  클로데트 콜빈  클로데트 콜빈

  심리 수사관  심리 수사관

  플로랑스 (제1권)  플로랑스 (제1권)

  다가올 미래  다가올 미래

  댄스!  댄스!

  야스미나 (제1권)  야스미나 (제1권)

  쓰레기 제로에 도전한   쓰레기 제로에 도전한 
우리 가족우리 가족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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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르 롬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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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빌론 바빌론

 À la recherche du petit Chaperon Rouge

빨간 망토를 빨간 망토를 
찾아서찾아서
이제 빨간 망토 소녀가 떠날 시간이에요. 그녀의 
큰 바구니 속에는 아름다운 빨간색과 흰색 체크 
무늬 손수건이 걸려 있죠. 우리도 빨간 망토 
소녀를 따라 어두운 숲, 분주한 도시, 신기한 
성 등 동화의 땅을 돌아다닐 수 있답니다. 그림 
형제, 샤를 페로, 안데르센 등 거장들의 명작 
동화 속의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보세요.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Must B Publishing)

리틀 어반 | 9782374080086 | 2020 
28쪽 | 33x42,7 cm | 19.50 €

 Babylone (Tome 1) : La Traque

바빌론 (제1권)바빌론 (제1권)
추격전
바빌론'은 유출 전문 기관이다. 즉, 철통 보안으로 
둘러싼 장소에 비밀 요원을 보내서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꺼내오는 일을 하는 곳이다. 
막스 페를란은 최고의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바빌론에서 유출 업무를 한다. 그는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꺼내올 수 있다는 평판을 
얻었는데, 이런 평판 덕에 가끔은 원치 않는 
관심이 꼬이기도 한다. 어느 날, 막스 페를란은 
사소한 임무 수행을 위해 아프리카로 향하고, 
그것이 사소한 임무가 아님을 곧 깨닫게 된다. 
그는 쿠데타가 일어난 국가로부터 도망쳐 나온 
독재자의 탈출을 도와야만 하는데...
RIGHTS SOLD
네덜란드어로 출판됨 (Daedalus)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5000부 판매

르 롬바르 | 9782803677108 | 2020 
56쪽 | 22,3x30 cm | 12.45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니클루
갈랑동
지로

막스 페를란은 복잡한 
상황에 대응할 줄 아는 
최고의 요원이지만, 그런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나딘 브룅-코스므
모린 푸아노넥

그림 형제, 샤를 페로, 
안데르센 등 거장들의 작품 
속 캐릭터들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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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르 롬바르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젠틀마인드 젠틀마인드

 De l'autre côté de la frontière

국경의 저편국경의 저편
1948년 애리조나. 유명한 탐정 소설 작가 
프랑수아 콩브는 아내, 아들, 애인을 데리고 
산타크루즈의 무인지대에 정착한다. 유령 같은 
도시와 과거 개척 시대의 풍경을 간직한 사막 
지대에 둘러싸이자 프랑수아는 다시 문학적 
영감을 되찾고, 사치와 욕망이 노예 문화와 
비참함과 맞물리는 노갈레스의 국경 지대에 
매료된다. 국경 너머,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Arboris), 
러시아어 (Istari Comics)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1000부 판매

다르고 베네뤽스 | 9782505084648 | 2020 
72쪽 | 22x28,8 cm | 15.99 €

 Gentlemind (Tome 1)

젠틀마인드  젠틀마인드  
(제1권)(제1권)
뉴욕, 1940년. 무일푼의 젊은 예술가 나빗은 
조금은 구식이지만 매력적인 신문사  
<젠틀마인드>를 물려받는다. 호전적이고 
지적이며 대담한 그녀는 곧바로 '언론사의 수장'
이라는 자리에 적응하고, 낡아빠진 신문사를 
모던한 잡지사로 만들겠다는 엄청난 도전을 
시작한다. 나빗은 유럽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잃은 연인의 추억에 괴로워하는 동시에 황금기의 
한복판, 아직은 너무나도 남성 위주였던 미국 
사회의 현실과 싸워야만 하는데…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Norma)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20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76370 | 2020 
88쪽 | 24x32 cm | 18.00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후안 디아즈 카날레스
테레사 발레로

안토니오 라포네

한 여성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장 뤽 프로망탈
필립 베르테

불평등과 긴장의 분위기가 
팽배했던 산타크루즈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스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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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르 롬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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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멜라 크림 카멜라 크림

 Histoires incroyables du cinéma

놀라운 영화 놀라운 영화 
이야기이야기
영화의 선구자 조르주 멜리에스가 자신의 
영화를 전부 불태워버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지 루카스가 배우들에게조차 다스베이더의 
비밀을 숨길 수 있었던 전략은? 1994년 칸 
영화제를 뒤흔든 스캔들은 무엇이었나? 그 
누구도 말론 브랜도가 영화 <대부>에 출연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영화 <석양의 
무법자>를 촬영할 때 배우들이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던 사고는 무엇이었을까?

프티 타 프티 | 9782380460476 | 2020 
96쪽 | 19x26 cm | 16.90 €

 Karmela Krimm (Tome 1) : Ramdam Blues

카멜라 크림  카멜라 크림  
(제1권)(제1권)
탐정 블루스
마르세유 경찰청에서 가장 강인하고 전도유망한 
여성 형사인 카멜라 크림. 그러나 쉽지 않았던 
한 작전 끝에, 그녀는 엉뚱한 사람을 사살하고 
만다. 더군다나 그녀가 사살한 이는 마을 유지의 
아들. 명예가 실추된 카멜라는 결국 경찰청을 
나와 사설탐정이 된다. 그러나 이미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이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카멜라. 
사실 그녀가 지금 항해 중인 이 어두운 바다에서 
이상은 그저 위험한 사치일 뿐이다.
RIGHTS SOLD
독일어로 출판됨 (Karmela Krim,  
Schreiber & Leser)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9600부 판매

르 롬바르 | 9782803676255 | 2020 
48쪽 | 30x22,3 cm | 12.45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르위스 트롱다임
프랑크 비앙카렐리

누구도 무엇 하나 
포기하려하지 않는 치열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유머러스한 탐정 이야기.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제 7의 예술 영화를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영화사의 주요 사건을 
되짚어 보는 다큐멘터리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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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omme qui tua Chris Kyle :  
Une légende américaine

크리스 카일을 크리스 카일을 
저격한 남자저격한 남자
아메리칸 레전드
전 네이비 실이자 이라크 전쟁의 저격수였던 
크리스 카일은 미군 역사상 최고의 사수였다. 
크리스 카일의 자서전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러나 2013년 
2월 2일, 크리스 카일은 텍사스 스티븐빌의 한 
사격장에서 또 다른 참전병인 에디 레이 루스에 
의해 살해당한다. 그것은 단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L'Uomo che 
uccise Chris Kyle, Ippocampo), 크로아티아어 
(Čovjek koji je ubio Chrisa Kylea, Fibra)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354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84672 | 2020 
164 pages | 21,4x28,4 cm | 22.50 €

 La Fuite du cerveau

아인슈타인의 아인슈타인의 
뇌를 훔쳤을  뇌를 훔쳤을  
때 일어나는 일때 일어나는 일
1955년 4월 18일, 프린스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막 세상을 떠났다. 부검의 토머스 
하비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토머스 하비는 
연구를 위해 아인슈타인의 뇌를 훔친다. 그는 
이제 천재의 뇌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의 몸이 토머스를 따라왔다. 그것도 
생생히 살아 숨 쉬는 몸이! 토머스가 죄책감으로 
미쳐버린 것일까? 하지만 그의 아내 역시 
아인슈타인의 유령을 두 눈으로 보게 되고, 
토머스는 유령이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유머러스하고 섬세한 만화.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5000부 판매

다르고 베네뤽스 | 9782505083603 | 2020 
192쪽 | 22,5x29,8 cm | 25.00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피에르 앙리 고몽

아인슈타인의 뇌를 
훔치면서 일어난 놀라운 
모험 이야기.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파비앙 뉘리
브뤼노

정돈된 스타일로 그려낸 
중독적이고 강렬한 
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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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르 롬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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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자 수송자

 La plus belle crotte du monde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예쁜 똥예쁜 똥
숲속에 사는 쥐와 다람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똥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두 친구는 서로 정답을 찾겠다고 경쟁을 하다 
결국은 험하게 싸우고 말았죠. 그런데도 아직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과연 세상에서 가장 
예쁜 똥은 만드는 건 누굴까요?

리틀 어반 | 9782374083087 | 2020 
32쪽 | 21,8x30 cm | 15.90 €

 Le Convoyeur (Tome 1) : Nymphe

수송자 (제1권)수송자 (제1권)
님프
바이러스가 지구 전체로 퍼졌다. '녹'이 철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철로 만든 차량과 도구 등 
모든 인프라를 파괴했다. 인류 문명은 석기 
시대로 회귀하고, 이 잔혹한 세상에서 전설의 
'수송자'만이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 
수송자는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자다. 부탁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임무 수행의 대가로 수송자가 
주는 기묘한 달걀을 먹기만 하면 된다. 어느새 
마을의 남자들이 모두 사라지자, 여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수송자에게 필요한 부탁을 하고 
달걀을 먹는데...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Splitter), 러시아어 
(Istari), 스페인어 (Proyectos y Producciones)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3만부 판매

르 롬바르 | 9782803675753 | 2020 
56쪽 | 24,1x31,8 cm | 14.45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트리스탕 룰로
디미트리 아르망

친절한 '그'에게는 숨겨진 
뒷모습이 있었다.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마리 파블렌코
카미유 가로쉬

자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꼭 인간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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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시의 용사들 장갑시의 용사들

 Le Detection Club

범인 색출 클럽범인 색출 클럽
1930년대 콘월의 한 섬. 억만장자 로드릭은 
저 유명한 아가사 크리스티와 체스터튼 
등, 미스터리 소설의 황금기를 연 위대한 
영국 작가들이 모인 그룹 '범인 색출 클럽'의 
회원들을 섬으로 초대해 자신의 거대한 저택 '
빌라 브리어클리프'로 데려간다. 로드릭의 
집으로 향한 범인 색출 클럽의 회원들은 
범죄에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입력하면 증거를 
취합하여 최종 범인을 밝혀내는 새로운 자동화 
장치의 시연회에 참석하게 된다. 그러나 갑자기 
로드릭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RIGHTS SOLD
폴란드어로 출판됨 (Marginesy)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50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79432 | 2019 
136쪽 | 21x28,2 cm | 19.99 €

 Le Temps des mitaines (Tome1) :  
La Peau de l'ours

장갑시의 장갑시의 
용사들 (제1권)용사들 (제1권)
곰의 가죽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온 아르튀르. 새로운 생활,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를 만날 차례다. 하지만 
지금 장갑시에는 커다란 위협이 다가왔는데, 
아이들이 미스터리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 
작은 곰 아르튀르는 재미있는 펠라기, 흥미로운 
키츠, 집단의 브레인인 공자그, 항상 그 곁을 
지키는 윌로 등 든든한 친구들과 함께 겁도 없이 
수사를 시작하는데…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50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83040 | 2020 
128쪽 | 20,5x27,5 cm | 16.00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로익 클레망
안 몽텔

유머와 서스펜스가 뒤섞인 
이야기.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장 아람바
장 자크 루제

아마도 당신도 회원이 되고 
싶을 비밀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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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Aventures de Munich 
dans Marcel Duchamp

뮌헨의  뮌헨의  
마르셀 뒤샹마르셀 뒤샹
1921년, 마르셀 뒤샹은 파리를 떠나 뮌헨으로 
갔다. 그리고 바이에른의 수도 뮌헨에서 딱 3
개월을 보낸다. 파리로 돌아온 뒤샹은 그의 첫 번째 
'레디메이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 작품은 
훗날 그에게 영광을 안겨주고 20세기 예술에 
진정한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아마 누구나 알고 
있는 작품일 것이다. 그러나 그 작품이 탄생하는 
영감의 시기였을, 뒤샹이 생애 말기에 '완전한 
해방의 극장'이라고 일컬었던 뮌헨 체류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뮌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로망 뮈라도브는 뒤샹적인 
엉뚱한 스타일로 뒤샹의 뮌헨 시기를 그려냈다. 
완전한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실존했던 위대한 예술가의 정신을 담아낸 책이다.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4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84894 | 2020 
120쪽 | 20,5x27,5 cm | 22.50 €

 Les Ombres

그림자들그림자들
길고 긴 여정이 끝나고 드디어 난민 214호가 망명 
신청을 한다. 망명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방황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난민 214호와 그의 여동생은 피에 
굶주린 기병들에게 불 질러지고 피바다가 된 고향 
땅을 뒤로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겁에 질린 
두 사람은 그곳이 어디쯤인지 알지도 못한 채 
숲과 사막과 도시와 바다를 건넜다. 자본주의자 
보리에서부터 밀입국업자 뱀, 소름 끼치지만 
피할 수 없는 그림자들 등 저 너머에서 들려 오는 
목소리처럼 기묘하고 두려운 존재들로 가득한 
진정한 서사시가 펼쳐진다. 난민에 관한 섬세하고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우화.

RIGHTS SOLD
영어로 출판됨 (Shadows, Dark Horse)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0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86249 | 2020 
184쪽 | 21x28,2 cm | 18.00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자뷔
이폴리트

원치 않았으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억압받는 소수'의 
상징이 되어버린 두 아이의 
오디세이.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로망 뮈라도브

만일 마르셀 뒤샹이 
자서전을 쓰거나 그렸다면, 
아마 이런 책을 원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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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자 전지자  도마뱀괴물 도마뱀괴물

 Les Omniscients (Tome 1) : Phénomènes

전지자  전지자  
(제1권)(제1권)
현상
뉴욕시, 다섯 명의 십 대 청소년이 하루아침에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젊은 신동들은 즉시 FBI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된다. 아직 15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상에 
배울 것이 더는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신동들에게는 이런 고민의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비밀 정부 조직이 
그들을 감금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다. 대체 그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지닌 
피조물은 과연 누구일까?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만부 판매

르 롬바르 | 9782803674961 | 2020 
64쪽 | 22,2x29,5 cm | 12.45 €

 Les Sauroctones (Tome 1)

도마뱀괴물  도마뱀괴물  
(제1권)(제1권)
폭력이 만연하고 신체 변이는 물론 거대한 야생 
생물들로 가득한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용병들은 거대한 생물 '
도마뱀괴물'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러던 
중, 방랑하는 십 대인 존, 얀, 위르스티 세 사람은 
도마뱀괴물들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쫓아낼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로켓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단 하나, 로켓을 찾는 것.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모험에는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데…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0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80506 | 2020 
232쪽 | 17x24 cm | 19.99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에르완 쉬르쿠프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세상 
속, 도마뱀괴물 사냥꾼이 
되어 버린 세 명의 십 대들.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뱅상 뒤고미에
레나타 카스텔라니

다섯 명의 십 대가 어느 
 날 갑자기 절대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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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브릭 마브릭

 Malgré tout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
아나와 제노는 헤어진 지 약 40년 만에 마침내 
재회한다. 아나는 오랫동안 여성 시장으로서 
시정을 맡아 왔으며 주세페의 아내이자 
클로디아의 어머니로서 평화로운 가정도 
꾸려왔다. 제노로 말할 것 같으면, 그동안 운영해 
온 작은 서점을 이제 판매하려 하는 중이며, 이제 
막 박사 학위도 땄다. 아나와 제노는 평생을 서로 
만나지 않기 위한 변명 거리를 찾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만나서 새 출발을 
할 시간이다.
RIGHTS SOLD
4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Norma), 
포르투갈어 (Arte de Autor), 네덜란드어 
(Standdard), 이탈리아어 (BAO)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만부 판매

다르고 베네뤽스 | 9782505081500 | 2020 
152쪽 | 22,5x29,8 cm | 22.50 €

 Maverick, ville magique :  
Mystères et boules d'ampoule

마법의 마을 마법의 마을 
마브릭마브릭
전구와 미스터리
앙셀름의 부모님은 앙셀름만 남겨 놓고 휴가를 
떠났어요. 앙셀름은 방학 동안 세상의 끝처럼 
보이는 외딴곳에 있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올가 
고모네 집에 머물러야만 했죠. 하지만 안나라는 
소녀가 앙셀름을 마브릭 마을로 데려가면서 
앙셀름의 방학은 예상과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마브릭은 평범한 작은 마을과는 거리가 
멀답니다. 마법이 존재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마을이죠. 권력에 
굶주린 폭군이 강력한 주문을 걸고 주민들에게 
불공정한 통금을 강요하는 곳이기도 해요. 
마법의 마을 마브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틀 어반 | 9782374083292 | 2020 
296쪽 | 13,8x19,2 cm | 12.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에글랑틴 꾈망스

마법과 미스터리로  
가득한 세계로의 문을  
여는 모험 이야기.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조르디 라페브르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소울 메이트와 재회하기 
위해 평생을 기다린 두 
사람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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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디저트 몬스터 디저트

 Mon petit coin de paradis

나만의나만의    
작은 낙원작은 낙원
내가 돼지였다면, 나의 작은 낙원은 깨끗한 물로 
가득 찬 커다란 하얀 대리석 수영장일 거야. 만일 
내가 펭귄이라면, 내 작은 낙원은 생선튀김 맛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겠지. 하지만 
나는 돼지도 펭귄도 아니야. 나는 나야. 그리고 
나만의 작은 낙원은 바로... 너야!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Kizm Education Group)
리틀 어반 | 9782374081717 | 2020 
30쪽 | 24x30,7 cm | 14.50 €

 Monster Délices (Tome 1) :  
Le Cœur de l'hiver

몬스터 디저트 몬스터 디저트 
(제1권)(제1권)
겨울 나라에서
수석 파티시에 크리스는 자신의 맛있는 창작물들이 
마술처럼 사라져버리는 장면을 보게 된다. 하지만 
곧 원인을 찾았는데, 그건 바로 과자를 훔쳐 먹는 
다람쥐였다. 이상한 다람쥐를 쫓아서 레스토랑의 
커다란 냉장고 뒤편으로 가게 된 크리스는 
그곳에서 마법의 겨울 나라를 발견하게 된다. 
겨울 나라로 간 크리스는 요리 실력이 형편없지만 
찻집을 운영하려는 젊은 엘프 한나를 만나고, 
북유럽의 신이나 전설 속의 생물들마저도 만족시킬 
완벽하고 달콤한 디저트를 만드는 비법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는 한나에게 구세주가 된다. 프랑스 
제과 명인의 실제 레시피가 담겨 있는 어린이 만화.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Letrablanka)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5000부 판매 
> TV 시리즈 제작중

르 롬바르 | 9782803637133 | 2020 
48쪽 | 22,2x29,5 cm | 9.99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도스 산토스
아슈미
라페

마법의 평행 세계로 
가서 재능을 펼치는 천재 
파티시에.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바루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신만의 작은 낙원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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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York Cannibals

뉴욕 카니발뉴욕 카니발
1990년 뉴욕. 파벨은 여전히 문신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수하에 있던 아자미는 
경찰관이자 보디빌더가 되었다. 아자미는 
업무 중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한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아자미는 그 
아기를 입양하기로 하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신매매단의 흔적을 추적한다. 
그리고, 아기 인신매매단이 한 여성 갱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파벨이 자랐던 
강제노동수용소의 유령들이 여전히 뉴욕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배후를 배회하고 있었다. 마치 
강제노동수용소라는 세상과 관습과 폭력성이 
뉴욕의 거리에서 되살아난 듯한데...
RIGHTS SOLD
4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Splitter), 폴란드어 
(Egmont Polska), 포르투갈어 (Ala dos livros), 
스페인어 (Nuevo Nueve)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3만부 판매

르 롬바르 | 9782803672530 | 2020 
152쪽 | 31,8x24,1 cm | 24.50 €

 Noire : La vie méconnue  
de Claudette Colvin

클로데트 콜빈클로데트 콜빈
우리가 몰랐던 삶
로자 파크스가  앨라배마 몽고메리에서 버스 
좌석을 양보하기를 거부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미 몇 달 전, 미국에서 시민권 운동을 
시작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존엄성과 평등을 향한 투쟁에의 상징이 되었던 
또 다른 젊은 흑인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적당한 
시기의 적당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역사는 
그녀를 잊기로 했다. 그녀의 이름은 클로데트 
콜빈.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한국어 (Black Girl, 
Balgeunmirae), 이탈리아어 (Nera, Edizioni El)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0000부 판매 
>  2020 부르고뉴 프랑슈 콩테 고등학생 선정 

상/ 2020 이탈리아 앤더슨 어린이문학 상 
그래픽 노블 부문 수상/ 2020 콜로미에 
중학생 선정 상

다르고 | 9782205079258 | 2019 
136쪽 | 17,5x24,7 cm | 18.00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에밀리 플라토

로자 파크스는 역사가 
되었지만, 클로데트 콜빈은 
잊혀버렸다.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제롬 차린
프랑수아 부크

천재적인 문신 예술가, 
입양된 딸인 보디빌더 경찰, 
인신매매된 아기, 피에 
굶주린 마피아…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다르고-르 롬바르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심리 수사관 심리 수사관  플로랑스 플로랑스

 Psycho-Investigateur : La Genèse

심리 수사관심리 수사관
창세기
시몽 라디우스는 환자들의 기억 속으로 방문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 범죄를 해결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왔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구원하는 방법은 몰랐다. 독자들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게 만들지도 모를 끔찍한 모험이 시작된다. 
정말로 자신의 기억을 탐험하고 싶으신가요? 이 
책을 펼치십시오.

프티 타 프티 | 9782380460247 | 2020 
144쪽 | 23,2x32,3 cm | 19.90 €

 Pucelle (Tome 1) : Débutante

플로랑스  플로랑스  
(제1권)(제1권)
초심자
플로랑스의 어머니는 아무런 지식 없이 결혼 
첫날 밤을 맞게 된 한 사촌의 이야기를 즐겨 했다. 
플로랑스는 큰 소리로 웃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13살 소녀인 그녀 역시 첫날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플로랑스의 부모는 성과 
관련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는 편이었고, 
무지로 고통받던 플로랑스는 결국 성교육 
열등생이 되고 만다. 복종과 결혼이라는 규범은 
열세 살 플로랑스의 존재와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녀가 바라는 삶과도 달라 보인다. 신체가 조금씩 
변화해가고 점차 성에 눈뜨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직면하게 되는 공포에 관한 이해를 촉구하며, 
가족과 사회적 규범에 관해 비평적으로 그려낸 
자전적 작품.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30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76493 | 2020 
184 pages | 19,5x26 cm | 19.99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플로랑스 뒤프레 라 투르

여성이 된다는 건, 시키는 
대로 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에르완 쿠르비에
브누아  다앙

심리 수사관 시몽 라디우스, 
인간의 머릿속으로 
잠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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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n

다가올 미래다가올 미래
2150년. 세상은 극적으로 변했다. 기후 변화와 
특정 전염병의 재발로 인해 세계 인구는 1/10
로 줄어들었다. 자연은 다시 그 세를 확장했고, 
생존자들은 7개의 도시 지역으로 나뉘어 모여 
살고 있다. 50세의 우주비행사 시몬은 지구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없는 우주 탐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년 동안 훈련을 해왔다. 시몬의 아들 유리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가버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몬은 아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함께 7개의 도시 지역을 여행하자고 청하는데... 
SF 소설과 다큐멘터리의 코드가 혼합된, 오늘날의 
현실 문제를 미래에 투영해낸 SF 만화.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Soon, Carlsen), 
스페인어 (Soon, Nuevo Nueve)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20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78749 | 2019 
240쪽 | 22,5x29,8 cm | 27.00 €

 Tanz !

댄스!댄스!
1957년 독일. 율리에게는 브로드웨이에 가서 
훌륭한 댄서가 되겠다는 꿈이 있다. 열아홉 살 
율리는 권위 있는 현대무용 학교의 학생이다. 통통 
튀고 외향적인 율리의 열정은 전후 유럽의 우울한 
분위기와 대조적이다. 율리는 즐겁고 다채로워 
보이는 코미디 뮤지컬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지만, 
친구들은 코미디 뮤지컬이 전통적인 독일 무용과 
달리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며 그의 꿈을 비웃는다. 
어느 날, 베를린으로 여행을 간 율리는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댄서 앤서니를 만나 즉각적인 
끌림을 느낀다. 춤에 대한 열정으로 금세 가까워진 
두 사람. 앤서니는 율리에게 직접 뮤지컬의 세계를 
경험하고 브로드웨이에서 기회를 시험해보려면 
하루 빨리 뉴욕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뉴욕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율리를 
떠나지 않는다. 몇 달 후, 결국 율리는 뉴욕으로 
떠나기로 하는데...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7000부 판매

르 롬바르 | 9782803676873 | 2020 
248쪽 | 20,2x26,8 cm | 19.99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모란 마자르

1950년대 독일, 한 젊은 
댄서가 브로드웨이와 
뮤지컬을 꿈꾸다.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토마 카덴
벵자맹 아담

깊이 있는 무게감으로 
빛나는, 다가올 미래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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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미나 야스미나

 Yasmina (Tome 1) : Master-classe

야스미나 (제1권)야스미나 (제1권)
마스터클래스
학생들의 식습관과 생태학에 관한 학교의 
무관심에 놀란 야스미나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야스미나는 영어 수업 
한 시간을 요리 수업으로 바꾸고, 수학 수업 한 
시간을 정원 가꾸기 수업으로 바꾸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청원서에 50개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환경에 관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동료들을 보면 목표 달성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한국어 (Balgeunmirae), 
영어 (First Second), 독일어 (Reprodukt)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2000부 판매 
> Atomium Willy Vandersteen 상 수상

다르고 베네뤽스 | 9782505083405 | 2020 
48쪽 | 21,8x30 cm | 9.99 €

 Ze journal de la famille  
(presque) zéro déchet

쓰레기 제로에 쓰레기 제로에 
도전한 우리 가족도전한 우리 가족
쓰레기 제로 라이프 스타일을 향한, 도전으로 
가득한 놀라운 가족 모험담! 이제는 유명해진 
'쓰레기 제로' 가족이 직접 입을 열어 낭비 
없는 삶의 형태를 향한 자신들의 모험에 관해 
이야기한다. 환경 문제에 관한 인식에서부터 
새로운 삶의 균형에 이르기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과잉 소비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맞서는 쓰디 
쓴 자조와 광기로 가득한 모험 이야기가 가족의 
엄마인 베네딕트 모레가 직접 그리고 쓴 그림과 
글로 재탄생했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Le (dis)
avventure della Famiglia zero rifiuti o quasi…, 
Sonda), 한국어 (Balgeunmirae)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7000부 판매

르 롬바르 | 9782803672240 | 2020 
152쪽 | 17,7x24,8 | 19.99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베네딕트 모레

한 가족이 1년 동안 쓰레기 
제로 라이프에 도전한다면?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바우터 마나르트

친환경적인 주인공 
야스미나가 이끄는 
독특하고 다채로 
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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