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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connecté :  
Le cerveau et les neurones

100% 100% 
연결되다연결되다
뇌와 신경 세포
물렁물렁하고 구불구불한 모습의 뇌는 두개골의 
보호를 받고 있어. 뇌는 한시도 쉬지 않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뇌는 폐가 숨을 쉬게 
하고, 기억이 작동하게 하고, 냄새를 맡게 해. 
그게 다 신경망 덕분이지. 신경망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온 몸의 근육과 
신체 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서 척수를 지나며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일을 해. 어떻게 
하냐고? 전기 신호를 통해서야!

9782352632481 | 2019 | 40쪽 | 19x29 cm | 13.50 €

 Ces arbres qui font nos forêts

숲 속에는 누 숲 속에는 누 
가 살고 있을까가 살고 있을까
열대, 고온다습, 온대... 모든 숲에는 생명이 
들끓고 있어. 높은 나무 위에는 공중곡예사 
동물들이 살고 있고, 저 아래 지하에는 재활용 
전문 동물들이 살고 있지. 숲속에는 신기한 것이 
가득해! 어린이들이 숲 한가운데로 초대되어 
세상의 다양한 숲과 그 환경을 경험하고, 숲이 
얼마나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림책.

9782352632917 | 2020 | 40쪽 | 27x21 cm | 13.5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에마뉘엘 그륀드만
카퓌신 마질

어서 와, 숲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에릭 마티베
세바스티앙 셰브레

뇌는 우리 몸을 분석하 
고 결정을 내리는 선장  
같은 존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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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s mon petit jardin

나의 작은  나의 작은  
정원 가꾸기정원 가꾸기
우선 밭을 갈아야 해. 가래질을 하고, 흙을 파서 
갈아엎어야 하지. 정원을 가꾸려면 몸을 써야 
한단다. 그리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거야. 
발에다 물을 뿌리면서 깔깔 웃어봐. 아이는 
어떤 식물을 심을지 곰곰이 고민했어. 진딧물이 
생기지 않도록 금잔화와 파슬리를 심기로 
했지. 하지만 진딧물 대신 개미와 지렁이가 
나타났는데…

9782352632764 | 2020 | 36쪽 | 30x30 cm | 16.00 €

 Énergies, circulez ! :  
Le système des méridiens

기야, 흘러라!기야, 흘러라!
기와 경락의 원리
우리 몸은 뼈, 근육, 동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신체 기관은 고유의 역할을 맡고 있어.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기'라고 하는 중요한 
힘이 있는데, 기가 흐르는 길을 '경락'이라고 해. 
자연이 그렇듯이, 기는 계속해서 우리 몸속을 
순환하고 있어. 각각의 경락이 신체 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그 기관에 기를 공급하면서 
우리의 건강과 감정에 영향을 준다고 해.

9782352632849 | 2020 | 40쪽 | 19x29 cm | 13.5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피에르 르바쇠르
세바스티앙 셰브레

경락을 따라 흐르는 기에 
대해서 배워볼래?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레니아 마조르
클레망스 폴레

"텃밭에 네 자리를 
마련했단다. 네가 심고  
싶은 걸 마음껏 심어보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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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해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해해요

 Je bricole les pieds sur Terre

지구를 지구를 
생각하는 생각하는 
만들기 놀이만들기 놀이
종이 상자, 털실, 나뭇가지, 리본, 병뚜껑 등을 
그냥 버리지 말고 만들기 놀이를 해보자! 
그네를 만들어서 인형을 태워줄 수도 있고, 
상상 속의 목걸이를 만들 수도 있고, 작은 
장난감 자동차들을 넣어 둘 차고를 만들 수도 
있어. 버려지는 재료를 재활용하면, 물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어. 초보 어린이도, 능숙한 
어린이도 모두 환영이야. 재활용 재료로 만드는 
15가지 만들기 활동을 통해 우리 친구들은 환경 
보호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야.

9782352632887 | 2020 | 40쪽 | 22x25,5 cm | 13.50 €

 Je jardine les pieds sur Terre

지구를 지구를 
생각하는  생각하는  
정원 가꾸기정원 가꾸기
쇠스랑, 물뿌리개, 삽? 정원 가꾸기에 재미를 
붙이는 데에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 정원을 가꾼다는 건 우선 흙과 친해지고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야. 
퇴비 준비하기, 좋아하는 식물의 씨앗 심기, 
생태학적인 방식으로 진딧물 방지하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16가지 정원 가꾸기 활동과 
함께 광합성의 원리와 잡초의 역할 등 과학적인 
설명이 실려 있는 책.

9782352632696 | 2019 | 40쪽 | 22x25,5 cm | 13.5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마리 레크로아르
니콜라 구니

베란다나 뒷마당에 나 
만의 정원을 만들어 봐!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안 클레르 레베크
니콜라 구니

재활용 재료들로 너만 
의 재미있는 물건들을 
만들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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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Guitare star

기타 스타기타 스타
가운데가 양쪽에서 쏙 들어간 모양의 속이 텅 
빈 타원형 몸에, 문양으로 장식된 동그란 구멍이 
있고, 기다란 목이 붙어 있고, 그 끝에는 열쇠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머리가 있고, 여섯 개의 줄이 
감겨 있는 것이 뭘까? 그건 바로 어쿠스틱 기타야!  
기타 줄은 어떻게 소리를 낼까? 기타를 만들기에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기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전기기타는 무엇일까? 기타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줄게.

9782352632894 | 2020 | 40쪽 | 21x27 cm | 13.50 €

 La P'tite Nuit

밤의 동물들밤의 동물들
아침이면 정원 위로 해가 뜨고, 매일 저녁이면 
해는 다른 쪽으로 사라져.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동물들은 자러 가지만, 이제 막 
잠에서 깨어 활동하기 시작하는 동물들도 있어. 
야광충 여사에게 밤은 배에 불을 밝히고 신사를 
찾으러 갈 시간이지. 올빼미, 멧돼지, 고슴도치, 
박쥐는 어두울 때 사냥을 하기 좋아해.

9782352632924 | 2020 | 32쪽 | 19x19 cm | 9.5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마리 레크로아르
클로에 뒤 콜롬비에

불을 끄고 밤이 비밀을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 봐.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프랑수아즈 로랑
카린 맹상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악기 기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비 
밀을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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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livre des animaux magiques

신비한  신비한  
동물 이야기동물 이야기
마야인들에게 벌새는 인간의 생각을 전달해주는 
새였어. 일본에서는 잠자리를 사무라이 
정신의 상징으로 여겼고,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카멜레온에게 피부병을 치료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벌이 
태양신 '라'의 눈물에서 태어나며, 망자들이 
저승으로 가는 길에 동행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기한 동물 이야기들을 현대의 과학 지식과 
연결해 들려주는 그림책.

9782352632597 | 2019 | 40쪽 | 30x30 cm | 18.50 €

 Le Poulet

닭을 키우는 일닭을 키우는 일
공장형 사육? 방사형 사육? 현재 80%의 닭이 
마음껏 뛰어다니거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목초도 없는 작은 공간에 갇혀서 사육되고 
있어. 항생제를 맞고 6주 만에 도살당하는 등,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하지만 
다행히도, 닭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곳도 있단다. 방목장에서 자유롭게 풀 위를 
뛰어 놓고, 적당히 여유로운 크기의 닭장에, 
100% 식물성 사료를 먹으며 자연스러운 속도로 
성장하도록 하는 거야. 닭들이 정말 행복하겠지?

9782352632689 | 2019 | 40쪽 | 22x25,5 cm | 12.5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프랑수아즈 로랑
니콜라 구니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 
은 없을 거야. 닭이 어떻 
게 키워지는지 알고  
싶지 않니?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플뢰르 도제
키아라 다톨라

아주 먼 옛날부터 인간은 
동물들이 마법적인 힘을 
지녔다고 믿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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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bruits de la ville

도시는 너 도시는 너 
무 시끄러워무 시끄러워
가스통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자동차 경적, 
사이렌 소리, 공사장의 드릴 소리... 도시의 
모든 소음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거든. 가스통은 고요함을 찾아서 집을 
나섰어. 그리고 도시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지. 이렇게 하면 도시의 
소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하늘도 시끄럽긴 마찬가지였어! 
과연 소음이 없는 곳이 있긴 할까? 차라리 
부드러운 멜로디의 음악을 떠올려보면 어때? 
정신없이 시끌벅적한 도시 생활 속, 마음속으로 
부드러운 멜로디를 떠올려보는 법을 제안하는 
그림책.

9782352632627 | 2019 | 40쪽 | 24x34 cm | 16.00 €

 Les émotions, ça chahute un peu, 
beaucoup…

우리가 느 우리가 느 
끼는 감정들끼는 감정들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곤 하는 열두 가지 감정에 
대해 알아볼래? 감탄, 화, 두려움, 자랑스러움, 
슬픔, 초조함, 흥분, 난처함, 놀람, 질투, 기쁨, 
평온함... 쉴 새 없이 우리를 습격하는 감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해.  
아이들이 각각의 감정과 연관된 표정과 몸짓을 
구별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그림책.

9782352631644 | 2016 | 36쪽 | 22x22 cm | 12.5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레아 뒤프렌
세바스티앙 셰브레

우리의 머릿속, 몸속, 
마음속은 감정의 
소용돌이로 가득해.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이네스 달메이
세바스티앙 셰브레

아름다운 음악으로 소음 
을 극복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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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Insectes

숲 속의 특 숲 속의 특 
별한 곤충들별한 곤충들
21가지 특별한 곤충들을 만나볼래? 우리 
지구의 생태계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거야. 
장수풍뎅이는 숲의 상태를 알려주는 고도계 
같은 곤충이고, 황금 풍뎅이는 정원사를 
기쁘게 하는 곤충이야. 황금 풍뎅이가 알을 
낳으면 그 강물이 아주 깨끗하다는 뜻이거든. 
특이한 기록에 도전하는 곤충들도 있어. 점박이 
푸른부전나비는 기발함이 뛰어나서 영리한 
개미도 속일 수 있고, 황소 풍뎅이는 힘이 세서 
자기 몸무게의 1000배나 되는 물건을 들 수 
있단다.

9782352632801 | 2020 | 40쪽 | 30x30 cm | 16.00 €

 Les P'tites Coccinelles

무당벌레는 무당벌레는 
어떻게 자랄까어떻게 자랄까
날개, 등껍질, 빨간 등에 검은 점은 어디 갔지? 
그건 무당벌레가 더 크면 생길 거야. 아직 유충인 
무당벌레는 열심히 나뭇잎을 먹어야 해. 많이 
먹을수록 빨리 커서 껍질을 벗어버릴 수 있거든. 
그리고는 완전한 성충 무당벌레로 탈바꿈하는 
거야.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게. 모든 
무당벌레가 빨간색에 검은색 점이 있는 건 
아니란다. 멋쟁이 무당벌레들을 만나러 올래?

9782352632870 | 2020 | 32쪽 | 19x19 cm | 9.5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플뢰르 도제
클로에 뒤 콜롬비에

무당벌레의 성장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그림책.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클레르 르쾨브르
카퓌신 마질

다양한 정보와 영감을 
제공하는 특별한 곤충들 
을 만나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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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 petit monde

박테리아의 박테리아의 
작은 세상작은 세상
박테리아는 해롭다는 편견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존재야. 몸에 
들어오려는 침입자를 막아주고, 충치를 
예방해주고, 우리 몸의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고, 
소화가 잘되게 도와주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충실히 저술된 이 그림책은 아주 작고 매혹적인 
박테리아의 세상으로 어린이들을 초대한다.

9782352632795 | 2019 | 36쪽 | 30x30 cm | 16.00 €

 Où va l'économie ?

생활 속의 경제생활 속의 경제
어려워 보이는 경제 용어 뒤에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짜 현실이 숨어 
있어. 이 책을 읽으면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경제 성장(경제 성장은 왜 필요할까?), 
소비(꼭 물건을 사야 하는 걸까?), 노동(우리가 
크면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등 경제 용어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9782352632931 | 2020 | 128쪽 | 15x21 cm | 12.0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앵그리드 세이튀메르
엘로디 페로탱

경제는 가장 중요한 
뉴스거리야. 성장,
국내총생산, 실업률, 세계화 
등 경제 용어를 이해하고 
싶지 않니?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에마뉘엘 우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10억 마리가 
넘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 
박테리아는 지구 최초의 
생명체이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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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 dit la mode ?

할 말이 많 할 말이 많 
은 패션은 패션
한때 패션은 천재적인 디자이너의 시선에서 
탄생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세계화와 
전자상거래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산업 
분야가 되었어. 우리는 종종 패션 산업이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피상적이며, 오염을 
유발한다고 평가하곤 해. 하지만 누구에게나 
옷은 필요해. 패스트패션이 맹위를 떨치고 나자, 
패션 디자이너나 소비자들로부터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패션 소비에 관한 성찰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어. 과연 이 움직임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토론은 언제나 환영이야.

9782352632740 | 2020 | 128쪽 | 15x21 cm | 12.00 €

 Une planète verte !

초록색 지구초록색 지구
화력 발전이 오염을 유발하고 지구의 미래에 
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태양광, 
풍력이나 파력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여러 자연현상을 활용해 전기를 만들어 
내는 발전 방식의 기술적인 측면과 각각의  
방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한 책. 이 책을 통해 어린이들은 다양한 
에너지 변환과 그 쟁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9782352632771 | 2020 | 40쪽 | 27x21 cm | 13.5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상드린 뒤마 로이
셀린 마니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그린 에너지에 대 
해서 배워보자.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안 보텔라
엘로디 페로탱

패스트패션에서 윤리적인 
패션 소비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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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 terrible envie de Loup

늑대가 하고 늑대가 하고 
싶은 것은싶은 것은
옛날 옛적에 늑대가 한 마리 살았어요. 숲 속의 
늑대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보여요. 대체 늑대는 무얼 찾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를 와그작와그작 잡아 
먹으려는 걸까요? 아니에요. 늑대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 뿐이랍니다.

9782352632603 | 2019 | 40쪽 | 27x21 cm | 13.50 €

 Une vie de chouette

신비한 올빼미 신비한 올빼미 
이야기이야기
커다랗고 동그란 두 눈, 작고 뾰족한 부리, 한 바퀴 
휙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아주 유연한 머리를 
가진 올빼미는 사실은 무서운 포식 동물이에요. 
하지만 올빼미는 가족에게는 충실하고 사려 
깊어요. 올빼미 부부는 평생 함께 하면서 교대로 
자녀들을 돌보죠. 가을이 되면 올빼미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어린 올빼미들도 각자 살 곳을 
찾아 떠나 가지만, 올빼미 부부는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만나서 함께 산답니다.

9782352632825 | 2020 | 32쪽 | 19x26 cm | 12.0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알리시아 키야르데

어두운 밤마다 후- 후-  
하며 우는 신비한 동물 
은 누굴까?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레니아 마조르
파비앙 외크토 랑베르

늑대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2021 서울국제도서전
	리코셰 출판사, 프랑스 타이틀의 선택
	100% 연결되다
	숲 속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나의 작은 정원 가꾸기
	기야, 흘러라!
	지구를 생각하는 만들기 놀이
	지구를 생각하는 정원 가꾸기
	기타 스타
	밤의 동물들
	신비한 동물 이야기
	닭을 키우는 일
	도시는 너무 시끄러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숲 속의 특별한 곤충들
	무당벌레는 어떻게 자랄까
	박테리아의 작은 세상
	생활 속의 경제
	할 말이 많은 패션
	초록색 지구
	늑대가 하고 싶은 것은
	신비한 올빼미 이야기

	CONTACT : info@bief.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