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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에 줘네스디디에 줘네스

  바르나베 지구를 치료하다  바르나베 지구를 치료하다

  토끼의 술래잡기  토끼의 술래잡기

  귀염둥이 발루르  귀염둥이 발루르

  우린 서로 사랑해  우린 서로 사랑해

  바닐라의 노래  바닐라의 노래

  달콤한 잠  달콤한 잠

  가족  가족

  큰 코끼리와 작은 생쥐 (제2권)  큰 코끼리와 작은 생쥐 (제2권)

  비발디를 만나보아요  비발디를 만나보아요

  침대 및의 요정  침대 및의 요정

  토끼의 초상화  토끼의 초상화

  수레 끄는 곰  수레 끄는 곰

  아침의 소리  아침의 소리

  저녁의 소리  저녁의 소리

  등대 지기 폼퐁  등대 지기 폼퐁

  엄지공주  엄지공주

  누가 누가 이를 닦았을까?  누가 누가 이를 닦았을까?

  파리의 태양  파리의 태양

  곰 할아버지의 새로운 봄  곰 할아버지의 새로운 봄

  어느 아름다운 하루  어느 아름다운 하루

didier-jeunesse.com/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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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에 줘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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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nabé soigne la planète

바르나베 바르나베 
지구를 지구를 
치료하다치료하다
바르나베는 오소리야. 오소리가 의사는 아니지.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우리의 지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라디오에서 들은 베르나베는 너무 
놀라 집에서 나와 거북이 콩스탕스, 두더지 
클레르에게 달려갔어. 홉홉홉, 비상사태입니다. 
홉홉홉, 지구는 우리가 치료하겠습니다!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동물 캐릭터들의 모험과 
연대를 그려낸 유머러스한 그림으로 사랑받았던 
전작의 매력을 그대로 간직한 후속작으로, 
어린이의 시선으로 환경 생태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RIGHTS SOLD
5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 basque (Edelvives), 중국어 간자체 (Oriental 
Babies & Kids), 이탈리아어 (Terre di mezzo)

9782278097906 | 2020 | 32쪽 | 22x17 cm | 10.90 €

 Cache cache lapins

토끼의 토끼의 
술래잡기술래잡기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땅굴로 다가갔어. "작은 
친구야, 내가 너를 먹으러 왔다!" "나를 먹는다고? 
커다란 귀염둥이 같으니! 나를 먹으려면 먼저 
나를 잡아 보렴!" 토끼 가족이 늑대를 빙빙 돌게 
만들었다는 일본 우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작은 
발' 시리즈의 새 작품.

9782278100040 | 2020 | 24쪽 | 24x23 cm | 12.5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크리스틴 키페르
베아트리스 로드리게즈

늑대에 대한 두려움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장난스럽고 소박한 이야기.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질 비주에른
베아트리스 로드리게즈

베르나베와 두 친구 
들은 지구를 치료하는 
새로운 임무를 맡았다.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디디에 줘네스

  3  4  5  6  7  8  9  10  11  12   

 Chouchou Balourd

귀염둥이 귀염둥이 
발루르발루르
귀염둥이 발루르를 알고 있니? 발루르는 모든 
귀염둥이 중에서도 가장 귀여운 귀염둥이야.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면, 발루르의 몸에서는 입, 
코, 볼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해. 괴상하기도 
하지. 불쌍한 발루르! 아기의 눈높이에 맞추어 
단어와 소리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구성된 
양장본 책으로, 아기는 언어 놀이를 통해 즐겁게 
신체에 관한 어휘를 배울 수 있다.

9782278100156 | 2020 | 32쪽 | 15x21 cm | 9.50 €

 Comme on s'aime

우린 서로 우린 서로 
사랑해사랑해
나의 곰인형아, 너의 폭신한 털에 코를 묻고 
꼬옥 안으면 나는 꼭 초콜릿처럼 달콤한 기분이 
돼. 네가 곁에 있어서 정말 행운이야. 우리 둘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느껴져? 사랑이라는 
필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감성적인 그림책.

9782278097982 | 2020 | 32쪽 | 22x26 cm | 12.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마리 사빈 로제
로즈마리 쇼자이

곰돌이 인형을 향한 소녀의 
아름다운 사랑 고백.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에두아르 망소

너도 귀염둥이 발루르를 
좋아하게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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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tines et berceuses de Vanille :  
Des rives de l'Afrique aux îles  
de l'océan indien

바닐라의 노래바닐라의 노래
아프리카 연안에서 
인도양까지
전통 악기의 리듬에 맞추어 즐거운 음악 여행을 
떠나요. 아프리카 연안에서 인도양까지, 발리하, 
카얌브, 보브레, 카보시, 감부시의 소리가 
울려 퍼진답니다. 삽화가 마갈리 아티오베가 
특유의 순수함으로 아름답고 풍부하게 표현해 
낸 그림은 독자들에게 메티스 문화에 대한 
다채롭고 영감어린 이미지를 제공한다.
RIGHTS SOLD
영어로 출판됨 (The Secret Mountain, Canada)

9782278091348 | 2020 | 60쪽 | 27x27 cm | 24.90 €

 Doux dodo

달콤한 잠달콤한 잠
예쁜 케이스에 들어 있는 아코디언 형식의 접고 
펴는 책이다. 컬러풀한 앞면에서는 새끼 곰, 
병아리, 두꺼비, 아기 토끼, 고슴도치, 작은 생쥐 
등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고, 특히 동물들의 
저녁 의식을 관찰하고 자기 전에 인사를 나눌 
수도 있다. 뒷면에는 흑백 배경 속에 노란 빛이나 
약간의 색상으로 강조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동물들과 함께 즐거운 숨바꼭질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책이다.

9782278100101 | 2020 | 12쪽 | 16x16 cm | 9.5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세실 위드리지에

동물이 춤을 추고 아 
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아코디언 형식의 책.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나탈리 수사나
장 크리스토프 오아로

마갈리 아티오베

메티스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고 있는 25곡 
의 동요와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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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코끼리와 작은 생쥐 큰 코끼리와 작은 생쥐

 Familles

가족가족
가족은 둥지와도 같고 땅굴과도 같아. 가끔은 
두 명만 있어도 가족이 되고, 세 명이 가족이 
되기도 하지. 많은 인원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있고, 가끔은 아빠만 두 명이거나 엄마만 두 
명이기도 해. 가족은 때때로 그저 가슴 속에 남은 
추억이기도 하고, 멀리서 선물처럼 찾아오기도 
하지. 배 아파서 낳았거나 가슴으로 낳은, 다양한 
아이들의 삶과 가족의 형태에 관한 그림책.

9782278097968 | 2020 | 24쪽 | 18x22 cm | 10.90 €

 Groléfant & Tit'Souris (Tome 2) :  
La vie à deux

큰 코끼리와 큰 코끼리와 
작은 생쥐  작은 생쥐  
(제2권)(제2권)
같이 살자
어느 날,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와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서로를 발견했어요. 이제 코끼리 친구와 
생쥐 친구는 함께 지내면서 둘이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답니다. 부드럽고 예쁜 
스케치와 재미있는 상황을 통해 자연스럽게 
철학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서로 간의 차이, 
옳음에 대한 의지, 그리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박하고 
솔직한 우화집.

9782278097791 | 2020 | 48쪽 | 21x29 cm | 12.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피에르 들뤼에
로낭 바델

다정한 순간들과 즐거운 
농담으로 가득한 책.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조르제트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 
로 가족이 될 수 있어, 
사랑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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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découvre Vivaldi

비발디를 비발디를 
만나보아요만나보아요
프로그램: '사계' 중 '겨울'과 '봄'에서 발췌한 두 곡, 
플루트 협주곡, 오보에 협주곡 및 첼로 협주곡. 
뛰어난 시각적, 청각적 품질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고전 음악 사운드북>  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
RIGHTS SOLD
독일어로 출판됨 (Annete Betz)

9782278100217 | 2020 | 14쪽 | 19x15 cm | 11.90 €

 La fée sous mon lit

침대 및의 요정침대 및의 요정
할 일이 너무 많아. 숲의 왕을 위한 겨울 집을 
지어야 하고, 유니콘을 초대해 차를 대접해야 
하고, 해적들과 싸울 군대를 만들고, 용의 목욕 
준비도 해야 해. 그렇게 하루가 끝날 때면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 되지. 하지만 다행히도 모두가 
정리를 도와줄 거야. 부모님도 함께! 놀라움과 
기발함, 그리고 상상의 생명체들로 가득한 
엄청난 이야기.

9782278097807 | 2020 | 48쪽 | 24x21 cm | 13.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로잘랭드 보네

내 침대 밑에는 요정이  
살고 있어. 오늘은 요정이 
아파서 내가 대신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델핀 레농

이탈리아의 위대한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사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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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portrait du lapin

토끼의 초상화토끼의 초상화
토끼는 부자이지만 예술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어느 날, 토끼는 예술에 조예가 깊은 
친구 돼지에게서 거장 여우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당나귀 갤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결심했어! 토끼는 여우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토끼는 결과물을 보고 실망하고 말았어요. 
캔버스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친구들은 그림이 아름답다며 칭찬을 하는 
걸까요? 여우는 자신이 토끼를 속였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토끼야말로 사기꾼이었다면요? 
거장들의 예술 작품으로 가득한 유머러스한 
우화.

9782278097777 | 2020 | 36쪽 | 27x30 cm | 14.90 €

 Ours et les choses

수레 끄는 곰수레 끄는 곰
곰은 등을 굽히고 머리를 숙인 채 계속해서 
수레를 채워 간다. 곰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폭풍이 
몰려오는 것도 모른 채 수레를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다행히도 종달새가 울음 소리를 
내서 곰을 구해 주는데... 어린이다운 시로 
가득한 이 책은 과소비와 물질주의라는 주제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거장의 솜씨로 작업해 
파워와 섬세함이 양립하는 리놀륨 판화로 
아름답게 꾸며졌다.

9782278097937 | 2020 | 32쪽 | 22x26 cm | 13.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앙드레 프리장

잘 지내던 곰은 손수레를 
발견한 이후로 조금씩 변해 
갔어.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에마뉘엘 트레데
델핀 자코

토끼는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줄 화가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예술의 
세계를 접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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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

 Petits bruits du matin

아침의 소리아침의 소리
마티외 프뤼알이 작곡한 독창적인 음원들은 
단순한 음향 효과를 넘어 아침을 보다 풍부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는 소리 속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한다. 책 속의 소리는 자연과 아기를 
깨우고, 아기가 몸을 움직이고 옹알이를 하도록 
돕는다. 아침에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사운드 버튼이 있어 아기들을 달랠 때도 
유용하다. 3개월 이상의 아기들을 위해 제작된 
새로운 사운드북 시리즈.

9782278089611 | 2020 | 14쪽 | 19x15 cm | 11.90 €

 Petits bruits du soir

저녁의 소리저녁의 소리
마티외 프뤼알이 작곡한 독창적인 음원들은 
하루가 끝나는 '개와 늑대의 시간'의 소리와 
분위기 속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자연과 아기는 
바쁜 하루를 끝내며 고요해진다. 버튼을 눌러 
저녁에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 
3개월 이상의 아기들을 위해 제작된 새로운 
시리즈의 매력적인 사운드북.

9782278100200 | 2020 | 14쪽 | 19x15 cm | 11.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마티외 프뤼알
리자 조르당

갈대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 물가의 개구리 소리, 
폭풍과 동물 들의 소리가 
들리니? 그게 바로 저녁의 
소리란다.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마티외 프뤼알
리자 조르당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 자연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니? 
그게 바로 아침의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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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mpon gardien de phare

등대 지기 폼퐁등대 지기 폼퐁
등대지기 폼퐁과 개 '새우'는 세상의 모든 
바다를 항해한 뒤에 육지와 바다 사이에 
자리 잡고 등대지기가 되었어요. 고래처럼 
푸른 날이나 생쥐처럼 회색빛으로 흐린 
날에도, 둘은 언제나 등대를 지켰죠. 그런데 
갑자기 등대에 전기가 설치된 거예요. 이제 
폼퐁과 새우는 무얼 해야 하는 걸까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인 레티시아 르 소의 
두 번째 작품으로, 특유의 미술 세계와 대담한 
색채를 접할 수 있다.

9782278097838 | 2020 | 32쪽 | 21x29 cm | 13.90 €

 Poucette

엄지공주엄지공주
여자는 꽃봉오리 속에서 아주 작은 소녀를 
발견했어요. 손가락 하나만큼 작은 소녀였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꽃 
속의 소녀가 말을 하기 시작했지 뭐예요. 
안데르센의 원작에 충실하되,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행동하는 데 주저 없는 모습으로 원작과 
차별화된 더욱 자신감 있는 현대식 엄지공주가 
탄생했다!

9782278100125 | 2020 | 40쪽 | 29x29 cm | 15.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칼 노락
클레르 드 가스톨드

안데르센의 명작 동화 
가 칼 노락의 손 끝에서 
재탄생하다. 소녀들의  
자기 해방에 대한 아름 
다운 이야기.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레티시아 르 소

화려한 언어와 운율로 
가득한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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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 s'est bien brossé les dents ?

누가 누가 이를 누가 누가 이를 
닦았을까?닦았을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속 등장인물들이 
모여서 파자마 파티를 하고 있어. 하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더러운 이를 
드러내고 있어. 아무도 이를 닦지 않은 것 같아! 
너는 어떠니, 이 잘 닦았어? 소리 내서 읽기 좋은 
텍스트로 구성된 어린이 책.

9782278100064 | 2020 | 32쪽 | 15 x21 cm | 9.50 €

 Sous le soleil de Paris

파리의 태양파리의 태양
벨 에포크 시대, 파리의 센강 변에서 한 화가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자유와 행복을 
표현하기 위해 푸르게 빛나는 태양을 그렸죠. 
푸른 태양이라니!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갤러리 주인의 손에서 미술 수집상의 손으로, 
예술 애호가의 손에서 학자의 손으로... 이 
그림은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버려지고, 
액자에 넣어졌다가 도난을 당해가며 온 파리를 
여행하고, 마지막에는 영예롭게 미술관에 
걸리게 된답니다.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Bookforest Publishing)

9782278097869 | 2021 | 32쪽 | 22x29 cm | 12.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에릭 바튀

한 장의 그림이 지닌 대단한 
운명에 관한 눈부신 그림책. 
태양을 푸르게 칠했던 한 
예술가를 만나보세요.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크리스틴 베젤
크리스틴 데스투르

왕자님은 이를 잘 
닦았을까요?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디디에 줘네스

  3  4  5  6  7  8  9  10  11  12   

 Un nouveau printemps pour Pépé Ours

곰 할아버 곰 할아버 
지의 새로운 봄지의 새로운 봄
매년 봄이면 아기 곰은 할아버지 집으로 
간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언제나 
모험이 기다리고 있죠. 할아버지와 아기 곰은 
언제나처럼 꿀 사냥을 나섰지만, 올해는 
할아버지가 어딘지 둔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아기 곰이 아니랍니다. 이번에는 
아기 곰이 직접 나무에 올라 벌집을 딸 차례예요! 
아이들이 종종 궁금해하는 주제인 '나이 듦'에 
관해 매우 섬세하고 신선하게 접근하는 다정한 
이야기.

9782278097814 | 2020 | 36쪽 | 22x30 cm | 13.90 €

 Un très beau jour

어느 아 어느 아 
름다운 하루름다운 하루
엄마 배 속의 아기가 앞으로 발견하게 될 
세상을 소개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아기가 
바깥세상을 발견하고 만물을 느끼고 꿈을 꾸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배 속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읽어주기 좋은 것은 
물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읽어주기 
좋은, 시적이고 섬세한 그림의 감동적인 그림책.

9782278097975 | 2020 | 24쪽 | 25x25 cm | 14.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마리 프랑스 팽세
쥐디트 게피에

휴머니티와 부드러움 
으로 가득한,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환영하기 
위한 그림책.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엘로디 발랑드라

늙어 가는 곰 할아버지와 
점점 성장해 가는 아기 곰. 
할아버지는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없는데, 아기 
곰은 처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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