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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 손 장고
비인간
카르멘
페스트
 둥이 콜랭과 셀린
쌍
(제2권)
 노의 아이들
분
(제2권)

 르미예 자매들
그
(제1권)
리틀 네모
 샤사 1974,
킨
모하메드 알리
올리브 (제1권)
나무 아래서 (제2권)
황량한 서부 (제1권)

뒤푸이
해외 저작권 Anton Heully : Anton.Heully@media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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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푸이
만화·그래픽 노블

살바 뤼비오
에파
불굴의 재즈 뮤지션 장
고 라인하르트

Django Main de feu

만화·그래픽 노블

Inhumain

불의 손 장고

비인간

1928년, 젊고 재능 있는 집시 밴조 연주자 장고는
사고로 인해 왼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는다. 그
누구도 장고가 다시 기타를 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장고는 20세기 최고의 재즈 기타리스트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이 된 장고
라인하르트는 왼손의 두 손가락만 쓰고도
재즈라는 장르에 엄청난 공헌을 한 유럽 최초의
재즈 뮤지션이었다.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기 위한 우주 탐사 임무가
미스터리한 행성을 만나 좌초된다. 그 행성에는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외계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행성의 주민들이
사실은 미지의 '대단한 그것'을 맹목적으로
섬기며 완전히 복종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여성형 로봇 엘리스를 제외한 우주 탐사 멤버들
역시 한 명씩 서서히 '대단한 그것'에 정신적으로
굴복하게 되는데...

드니 바즈람
발레리 망갱
로슈브륀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Django: Mano de Fuego, Norma),
영어 (NBM)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1000부 판매

미래 지향적이고 장대한
스토리의 디스토피아 SF.

9791034731244 | 2020 | 88쪽
23,7x31 cm | 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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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SOLD

독일어로 출판됨 (Splitter)
9791034733026 | 2020 | 104쪽
23,7x31 cm | 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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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푸이
아리안과 니노의 역사 여행
만화·그래픽 노블

Karmen

만화·그래픽 노블

카르멘

길롐 마르크
자살자를 막기 위한
카르멘의 '코드 레드'가
시작된다.

La Peste : Histoire d'une pandémie

페스트

전염병의 역사

마요르카의 팔마에서 분홍색 머리카락에
주근깨가 있는 젊은 여성이 검은색 해골
점프수트를 입고 대학생들이 모여 사는 한
아파트로 잠입한다. 그녀는 곧바로 화장실로
향하는데, 그곳에서는 카탈리나가 손목의
정맥을 자르려 하고 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멈춰 선 그 순간, 카탈리나의 고통과 사랑의
실패로 인한 크나큰 절망에 대한 성찰이
시작된다. 과연 카르멘은 한 사람의 자살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파브리스 에르
실뱅 사부아

RIGHTS SOLD

5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Karmen,
Norma), 폴란드어 (Karmen, Scream Comics),
포르투갈어 (Karmen, Levoir),
이탈리아어 (Karmen, Panini),
네덜란드어 (Karmen, Scratch Books)

오늘날의 공중 보건 위
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역병의 역사.

동물에 의해 전염되며 매우 높은 전염성을
지닌 전염병 페스트는 수천 년 동안 죽음의
대명사와도 같았다. 과거 페스트가 대유행하던
시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이
사건은 인류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오늘날
우리를 다시 한 번 고통에 빠뜨린 전염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아리안과 니노는 전염병의
역사를 탐구하기 시작한다.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생생하게 그려진 전염병 탐사 보고서.

RIGHTS SOLD

4개 언어로 출판됨: 영어 (Magical History
Tour, Papercutz), 포르투갈어 (Sesi),
중국어 (Jiangsu Phoenix Fine Arts),
스웨덴어 (Nina & Nino lär om, Hegas)

FIND OUT MORE

FIND OUT MORE

9791034733514 | 2020 | 160쪽
23,7x31 cm | 23.00 €

9782390340737 | 2020 | 48쪽
13,5x17,2 cm | 5.90 €

> 프랑스에서 7000부 판매

> 프랑스에서 107000만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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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푸이
쌍둥이 콜랭과 셀린
만화·그래픽 노블

분노의 아이들
Les Croques (Tome 2) : Oiseaux de malheur

만화·그래픽 노블

쌍둥이
콜랭과 셀린
(제2권)

분노의
아이들 (제2권)

불행의 새
레아 마제
쌍둥이 콜랭과 셀린, 묘석에
얽힌 진실을 조사하다.

Les Enfants de la colère (Tome 2)

콜랭과 셀린의 부모는 장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직업상 너무나 바쁜 부모는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많지 않고, 아이들은 부모의 특이한 직업
때문에 종종 친구들에게도 놀림을 받는다. 결국
서로에게만 의지하게 된 두 아이는 온갖 바보
같은 일을 벌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학교에서
이틀간의 정학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에게는 장례식 조각사인 푸생이
있다! 푸생은 그림을 그려주거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한다. 그러던 어느 날,
푸생은 이상한 표식이 그려져 있는 한 묘석을
콜랭과 셀린에게 보여주는데...

다미앙
니코 나랑호
전쟁의 가혹한 현실
에 직면한 어린 시민들의
반발을 그려낸 SF.

구티에르 출판사 | 9791092111934 | 2019
72쪽 | 22x29 cm | 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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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행성에서 북부 국가 연합은 기술 및
군사적 우월성을 이용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부 저개발 지역의 천연자원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 그에 대항하려는 저항군은 새로운 유형의
메카를 사용한다. 저항군은 겉으로 보기에
다소 어려 보이기는 하지만 민첩하고 조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들을 쫓던 연방 정부가 드디어
저항군 멤버를 한 명 사로잡는다. 알고 보니
메카를 조종하던 멤버는 작은 어린이였는데…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Hijos de la Ira, Nuevo Nueve)
앙카마 | 9791033509844 | 2020
72쪽 | 21,5x29,5 cm | 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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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푸이
그르미예 자매들
만화·그래픽 노블

Les Sœurs Grémillet (Tome 1) :
Le Rêve de Sarah

만화·그래픽 노블

리틀 네모

그르미예
자매들 (제1권)

윈저 매케이가 1905년에 탄생시켰던 신화적인
캐릭터들이 다시 돌아왔다! 한 세기 전의
등장인물들이 두 번째 생명을 얻어, 프랑크 페가
만들어낸 시적이고 동물적인 상상의 세계를
걸어간다. 커다란 판형과 생생한 채색으로
재탄생한 이 작품은 원작자만의 혁신적인 문법은
그대로 남겨 놓은 프랑크 페의 재해석이 더해진,
원작에 대한 오마주이자 자연과 어린 시절에 대한
찬사를 노래하는 꿈 같은 작품이다.

사라의 꿈

조반니 디 그레고리오
알렉산드로 바르부치
그르미예 자매들이 펼치는
매력적인 세상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세 자매는 생일을
맞은 엄마를 위해 비밀리에 사진 앨범을 만들기로
한다. 자매는 다락방을 뒤지던 중 매우 특별해
보이는 나무 앞에서 포즈를 취한 임신한 엄마의
사진을 발견한다. 엄마 배 속에 있는 아기는 우리
중 누구일까? 세 자매는 조사를 시작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아기는 셋 중 누구도 아니었다. 숨겨왔던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인데…

RIGHTS SOLD

Little Nemo

8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 카탈로니아어
(Norma), Croatian (Strip Agent), 독일어
(Der Club der Drei Schwestern, Splitter),
이탈리아어 (Le Sorelle Grémillet, Edizioni Tunue),
Norwegian (Gyldendal), 폴란드어 (Egmont),
우크라이나어 (Cectpn Tpemie, Ridna Mova)

프랑크 페
윈저 매케이가 탄생시
켰던 꿈꾸는 소년이 프랑크
페의 시적인 세상에서 다
시 한 번 살아 숨쉬다.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40000부 판매

9791034736973 | 2020 | 72쪽
21,9x39 cm | 1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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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SOLD
독일어로 출판됨 (Little Nemo, Carlsen)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4000부 판매

9791034738946 | 2020 | 80쪽
35x25 cm | 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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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푸이
매그넘 포토 (제4권)
만화·그래픽 노블

올리브

Mohamed Ali, Kinshasa 1974

만화·그래픽 노블

킨샤사 1974,

올리브 (제1권)

모하메드 알리

JD 모르방
세브린 트레푸엘
라파엘 오르티즈
모하메드 알리와 조지
포먼이 맞붙었던 전설의
<정글의 혈전>에 관한 흔치
않은 다큐멘터리.

머리 속의 푸른 달

1974년 모하메드 알리는 세계 챔피언 조지 포먼과의
방어전에 승리하면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다. 두 사람이 맞붙은 곳은 아프리카 자이르.
권투 흥행사 돈 킹이 주최하고 독재자 모부투 세세
세코가 비용을 대면서 성사된 이 세기의 대결은
사실 자이르의 문화적 탈식민화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기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부투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선물!
흑인의 영광을 위하여!"

베로 카조
뤼시 마젤

RIGHTS SOLD

9개 언어로 출판됨 : 스페인어
(Diabolo Ediciones), 덴마크어 (Fahrenheit),
네덜란드어 (Arboris), 영어 (Titan),
독일어 (Bahoe), 이탈리아어 (Agenzia
Fotog. Contrasto), 한국어 (Booksea),
러시아어 (Moroshka), 중국어 (Post Wave)

Olive (Tome 1) : La Lune bleue dans la tête

청소년을 위한 시리즈로,
자기 성찰을 다루고 있다.

17세의 올리브에게는 깊은 내면의 삶이 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속에 원할 때면 언제든 마음껏
방문할 수 있는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전학 온 외향적인 소녀 찰리와 기숙사
방을 함께 쓰게 되면서 올리브의 일상이 뒤흔들리기
시작한다. 한 편, 올리브의 상상의 세계 안에는
우주 비행사가 한 명이 나타난다. 비사회적이고
내향적이었던 소녀 올리브는 이제 시베리아의
우주 비행사를 구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하는데…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1000부 판매
9782800174983 | 2020 | 56쪽
21,8x30 cm | 12.50 €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5000부 판매 (시리즈)
> 37000부가 전세계에서 판매됨 (시리즈 전체)

9782800163666 | 2020 | 136쪽
21x 28 cm | 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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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푸이
나무 아래서
만화·그래픽 노블

황량한 서부
Sous les arbres (Tome 2) :
Le Frisson de l'hiver

만화·그래픽 노블

황량한 서부
(제1권)

나무 아래서
(제2권)

칼라미티 제인

혹독한 겨울

다브
우리의 새로운 주인공
여우는 너무나 귀엽지만
어딘지 서툴기만 한데...

겨울은 혹독하기만 합니다. 목에 두른 너무 긴
목도리를 자꾸만 밟고 넘어지기 일쑤인 서투른
여우에게는 특히나 그렇죠. 귀여운 여우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서투른 여우가 걱정인걸요? 긴 목도리는 정말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 물건이거든요. 하지만 성가신
단점 뒤에 예상치 못한 장점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구티에르 출판사 | 9782357960343 | 2020
32쪽 | 17,5x29 cm | 10.70 €

Wild West (Tome 1) :
Calamity Jane

티에리 글로리
자크 라몽타뉴
마사 제인 캐너리의
놀라운 이야기.

칼라미티 제인'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서부
개척시대의 여성 총잡이 마사 제인 캐너리의
이야기다. 매춘 업소에서 하녀로 일하다 결국
매춘부가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 열여섯
소녀 마사 제인 캐너리. 그녀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 와일드 빌이라는
현상금 사냥꾼과의 만남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기 전까지는. 와일드 빌은 마사에게 미국
남부에서는 총을 가져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RIGHTS SOLD

4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Wils West,
Splitter), 포르투갈어 (Wild West, Ala Dos Livros),
스페인어 (Wils West, Norma), 폴란드어
(Wild West, Lost in Time)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35000부 판매

9791034731022 | 2020 | 56쪽
24x32 cm |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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