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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모자

마법 학교 (제1권)

샬록

악어 블루스 밴드

샬록

비스코트 뮐로트의 편지

정원의 곤충들
정원의 새들

 마, 아빠, 제가
엄
태어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완벽한 수사

고양이 페페르

언덕 위의 학교 (제1권)

가위, 바위, 보

베니스 미스터리

밤의 세상을 산책해요

네가 바로 마음의 정원사야

더 부르실 분 없습니까?

빅토르 삼손의 놀라운 여행

슬픔의 그릇

마농의 공 (제7권)

플라마리옹 줘네스
www.flammarion-jeunesse.fr 해
 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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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줘네스
샬록
어린이·청소년

Chapeau d'été

어린이·청소년

여름 모자

샬록

생쥐의 실종

신생아 때부터 읽어주면서 아기들이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말해보도록
격려해주는 그림책.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고, 아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아기에게 소리와 리듬, 춤과 단어를
느끼게 해주세요.
9782081495265 | 2020 | 20쪽 | 17x21,5 cm | 12.90 €

조 위테크
에마뉘엘 알강

Charlock : La disparition des souris

세바스티앙 페레즈
벵자맹 라콩브

계절의 변화와 함께

파리에서 이상한 일이

단어를 배워보세요.

벌어졌어. 생쥐 마갈리가
실종되었어! 게다가 마을의
다른 생쥐들도…

샬록은 고양이야. 사람들은 고양이가 아홉 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들 하는데, 사실 조금
의심스럽긴 해. 그렇다면 어째서 고양이들은
덧셈도 할 줄 모르는 거지? 아무튼 샬록도
다른 고양이들처럼 목숨이 여러 개인 것 같아.
정말이야! 샬록은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면 새
주인에게서 태어나서 살아. 마치 복권처럼,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지는 샬록도 모르는 거야.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친구 샬록이 지구
어디에서든, 어느 시대에든 태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이거야말로 큰 미스터리지. 샬록은 운명이
데려가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난다니까? 자, 이제
첫 번째 모험이 시작 될 거야. 샬록의 친구 생쥐
마갈리가 사라져버렸거든.

RIGHTS SOLD

6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바스크어 (Edelvives), 터키어 (Versus Kitap),
이탈리아어 (Carlo Gallucci Editore)
9782081519060 | 2020 | 80쪽 | 14x19 cm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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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줘네스
샬록
어린이·청소년

나의 정원
Charlock : Le trafic de croquettes

어린이·청소년

샬록

정원의 곤충들

독 사료 사건

세바스티앙 페레즈
벵자맹 라콩브
고양이 무리와 개 무리의
싸움이 시작된다!

Les insectes de mon jardin

샬록이 뉴욕의 건물 옥상에서 꼬마 비둘기
클로드와 심각하게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샬록은 길 잃은 고양이와 개
사이의 싸움을 목격했어. 개들은 고양이들이
자신들의 사료에 독을 탔다고 비난하고 있었지.
탐정 고양이 샬록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이
사건을 접수했어. 한편, 길 잃은 개 무리는 독이
든 개 사료를 거래하는 시장을 발견하는데...
샬록 시리즈의 두 번째 모험.

RIGHTS SOLD

6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Basque &Galician (Edelvives),
터키어 (Versus Kitap),
이탈리아어 (Carlo Gallucci Editore)

아이들의 작은 손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그림책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책이다.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Grupo SM)
9782081493926 | 2020 | 12쪽 | 16x16 cm | 9.95 €

아들린 루엘
유아를 위한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

9782081511804 | 2020 | 80쪽 | 14x19 cm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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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줘네스
나의 정원
어린이·청소년

완벽한 수사
Les oiseaux de mon jardin

어린이·청소년

정원의 새들

완벽한 수사

아이들의 작은 손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그림책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책이다.

눈 속의 미스터리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Grupo SM)
9782081495296 | 2020 | 12쪽 | 16x16 cm | 9.95 €

아들린 루엘
유아를 위한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

Des enquêtes au poil :
Mystères sous la neige

안 마리 데스플라 뒥
안 뒤메르그
파비앙 외크토 랑베르
개와 고양이 듀오가 이끄는
완벽한 수사. 웃음 보장!

3 4 5 6 7 8 9 10 11 12

숲속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먼저
아기 사슴의 목도리가 사라지고, 그다음은
여우의 모자, 라핀 부인의 당근, 다람쥐가 모아
놓은 도토리까지... 그리고 물건이 사라질 때마다
눈 속에 알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있었어. 신고를
받은 형사 오슬로와 키스는 흔적을 추적한 끝에
아기 곰을 발견했어.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아기 곰은 사실 나쁜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눈사람을 예쁘게 장식하고 싶어서 동물들의
물건을 훔쳤던 거였어. 6세 이상 추천.
9782081512016 | 2020 | 32쪽 | 14,7x18,9 cm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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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줘네스
언덕 위의 학교
어린이·청소년

베니스 미스터리
L'école de la rue qui monte (Tome 1) :
La plus belle des toiles

어린이·청소년

베니스
미스터리

언덕 위의
학교 (제1권)

자매의 힘

가장 아름다운 그림

위베르 벤 케문
세스
<처음 하는 독서>시리즈의
작가 위베르 벤 케문의
신작!

미술관을 방문한 엔조는 깜짝 놀라 친구들을
불렀다. 그림 속에 카미유의 엄마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딸인 카미유조차도 마치 연인을
그린 듯한 그림의 존재와 그 위에 서명한 화가의
이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혼란에 빠진
카미유를 안심시킨 사람은 미술관으로 아이들을
인솔해 간 레베카의 어머니였다. 카미유의
어머니가 대학생 때 돈을 벌기 위해 그림 모델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카미유의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La cité lagune : Le pouvoir des sœurs

안 칼리키
수수께끼와 수사와 마법이
뒤섞인, 강하고 열정적인
쌍둥이 자매가 등장하는
새로운 시리즈.

9782081505391 | 2020 | 48쪽 | 14,7x18,9 cm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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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네타와 마에스트로 카를로는 뗏목에 태워
버려진 쌍둥이 자매 카를라와 로자를 집으로
데려와 키운다. 자매가 열 살이 되던 해 무도회를
즐기던 카를라가 사라져 버리고, 로자는 언니를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9782081451131 | 2020 | 152쪽 | 14,5x20 cm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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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줘네스
비폭력 대화
어린이·청소년

Tu es le jardinier de ton cœur :
ou le secret du bonheur

어린이·청소년

빅토르 삼손의
놀라운 여행

네가 바로
마음의 정원사야
행복의 비밀

올리비에 클레르크
가이아 보르드치아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우는 책.

폼퐁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어요. 친구 블레즈가
폼퐁에게 나쁜 농담을 하자 작은 토끼 폼퐁은 화가
나서 더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폼퐁의 엄마는 다정하게 위로를 해주었고, 폼퐁의
아버지는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도 같다는 사실을요. 마음에
무엇을 심고 가꿀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거래요. 거짓의 씨앗을 심어서 두려움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진실의 씨앗을 심어서 지혜를 키워내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혼자서 두려움에
갇혀 있거나 맹목적으로 믿지만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게 행복의 비밀이랍니다.

La folle épopée de Victor Samson

로랑 세크직
베스트셀러 작가 로랑
세크직의 첫 아동 소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Beijing Xueersi Education Technology),
터키어 (Versus Kitap)

9782081513686 | 2020 | 48쪽 | 18x24 cm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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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디노의 작은 마을에 빅토르 삼손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빅토르는 남들과 같은 소년이 아니다.
빅토르는 사랑의 아픔을 마치 피부병처럼 뚝딱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의 탄산수 '자코빈'을 발명한
자콥 삼손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빅토르는 자코빈을 미국에 수출하겠다는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루겠다고 결심한다. 이제,
모스크바에서 북경에 이르는 빅토르의 놀라운
여행이 시작된다.

FIND OUT MORE

> 유명 소설가 로랑 세크직 작품

9782081522312 | 2020 | 352쪽 | 13,5x21 cm | 1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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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줘네스
마농의 공
어린이·청소년

마법 학교
Le ballon de Manon (Tome 7) :
Je rentre en CP

어린이·청소년

마농의 공
(제7권)

마법 학교
(제1권)

마농은 상자에서 공을 하나 발견했어. 남동생
시몽과 함께 공을 가지고 놀 거야. 온 가족이
다 같이 공놀이를 하는 것도 재미있지.
간단하고 짧은 문장, 특히 초보 독자를 위해
선택된 어휘로 구성된 그림책으로, 이제 막
읽기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을 위한 책이다.

엠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그녀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하고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 어느 날, 엠마는 한 특별한 학교에
입학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어린 마법사들이
마법의 힘을 마스터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였다.
타인의 꿈에 들어가는 일은 매우 위험할 수 있고,
특히 꿈이 현실이 된다면 더욱더 위험한데...
과연 엠마는 악마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초등학생이 됩니다

막달레나
샤를로트 뢰데레
읽기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Le collège maléfique (Tome 1) :
Le marche-rêves

9782081495562 | 2020 | 32쪽 | 15x19,5 cm | 5.00 €

꿈 방문자

카산드라 오도넬
악마와 마법이 등장하는
새로운 시리즈!

FIND OUT MORE

고안된 시리즈.

> <Malenfer> 시리즈 15만부 판매,
<La Légende des 4> 시리즈 3만부
판매 기록을 세운 작가.
9782081513907 | 2020 | 256쪽 | 13,5x21 cm |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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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줘네스
어린이·청소년

알렉상드르 라크루아
마리 노비옹
히트작 <용, 아버지, 아들>
시리즈 작가의 신작.

Le Croco Blues Band

어린이·청소년

Les lettres de Biscotte Mulotte

악어
블루스 밴드

비스코트
뮐로트의 편지

톰은 부모가 운영하는 악어 농장에 살고 있다.
톰의 임무는 동물을 돌보는 일이지만, 사실 정말
좋아하는 것은 음악이다. 어느 날, 타악기를
치고 휘파람으로 리듬을 부는 악어들의 소리를
들은 톰은 악어들과 함께 '악어 블루스 밴드'를
결성한다.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아버지는
톰에게 시간 낭비라며 음악을 금지해버린다.
하지만 블루스 밴드는 농장 방문객들 앞에서
톰이 작곡한 노래를 연주해 보이고, 결국 톰의
아버지도 악어 블루스 밴드의 음악에 박수를
보내게 된다.

오늘 아침 선생님 책상 위에는 아이들에게 온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책꽂이 뒤편의 구멍
안에 사는 비스코트 뮐로트의 편지였답니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편지에 답장을 쓰기로 했죠.
그렇게, 놀라운 편지 교환이 시작되었어요.
비스코트 뮐로트의 편지 여섯 통이 숨어 있는
그림책!

안 마리 샤푸통
릴리 라 발렌
글쓰기와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이야기.

9782081486195 | 2020 | 32쪽 | 24x30 cm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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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2만부 이상 판매되었다.
9782081500624 | 2020 | 32쪽 | 22x27 cm | 13.00 €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플라마리옹 줘네스
소피아의 질문
어린이·청소년

고양이 페페르
Maman, papa, il y avait qui avant moi ?

어린이·청소년

고양이 페페르

엄마, 아빠,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티에르 르냉
스테파니 마르샬
소피아는 가족의 역사와
인류의 기원을 배우게 된다.

소피아의 부모님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가족의 기원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소피아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 두 사람만 있던 시절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야기,
노예였다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야기, 용맹한
기사들이 활약하던 시대, 파라오의 시대, 그리고
동굴에 살던 선조들의 이야기까지 해 줄 거예요.
또 그전에는 지구에 사람이 아닌 동물만이
살았고, 또 그 이전에는 블랙홀이 있었고...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가족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을 탐험하는 책.

Pépère le chat : Une famille au poil

완벽한 가족

로낭 바델
불쾌하지만 동시에
사랑스러운 고양이
페페르의 모험 속으로
초대합니다.

페페르는 큰 골목을 누비는 자유로운
고양이지만 지붕 위나 지하실에서 자는 것에
지쳐버렸어요. 7번째 생일날 (고양이의 7살은
인간에게는 42살과 같아요.) 페페르는 삶을
바꾸기로, 정원과 소파가 있는 집을 찾기로
했어요. 우연과 악천후 끝에 페페르가 도착한
곳은 피에르, 마리옹, 루이즈, 빅토르가 사는
집이었죠. 하지만 인간과의 동거는 생각처럼
쉽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산다는 건 양보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러다 가족의 화합이
깨지고 엉망이 될 수도 있겠어요. 게다가 고양이
페페르가 수염 알레르기가 있다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9782081446793 | 2019 | 48쪽 | 17x22 cm | 6.95 €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Schaltzeit Verlag),
중국어 번자체 (Cotton Tree)
9782081469174 | 2020 | 32쪽 | 20x23,5 cm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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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줘네스
산책해요
어린이·청소년

Pierre, feuille, ciseaux

어린이·청소년

가위, 바위, 보

밤의 세상을
산책해요

아이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재미있는 그림책. 장난기 가득한 작은
쥐와의 가위바위보 게임이 시작된다. 플랩
형식으로 구성되어 진짜 가위바위보를 하는
느낌을 주며 기분 좋은 긴장감을 선사한다.

저녁이 되었어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집 안에서는 어머니가 어린 소년을 침대에
눕히고 있답니다. 그런데 집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동물들은 무얼 하고
있을까요? 개구리, 고슴도치, 나방, 여우,
올빼미... 밤의 동물들의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9782081500662 | 2020 | 32쪽 | 20,1x24 cm | 12.00 €

미카엘 에스코피에
카린 벨랑제
준비됐니? 가위, 바위, 보!

Promenons-nous dans la nuit

IK
SK
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팝업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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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081495098 | 2020 | 34 p | 19x25,5 cm | 15.50 €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플라마리옹 줘네스
이 많은 감정들
어린이·청소년

Qui dit mieux ?

어린이·청소년

더 부르실 분
없습니까?

에마뉘엘 부르디에
가족과 우정에 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조에는 엄마, 여동생, 그리고 개 장루이와 함께
산다. 조에의 가족에게는 빚이 있어서 종종
집행인들이 집에 와서 물건들을 가져가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에의 가족은 행복했다.
하지만 이번에 온 집행인은 물건이 아니라, 개
장루이를 데려가버렸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가져가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가족은 반란을
일으킨다. 장 루이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경매에 넘길 수는 없어! 조에는 친구들이 준
아이디어로 장 루이를 되찾으러 나서는데...
실화에서 영감을 얻은 감동적인 이야기.
9782081512634 | 2020 | 192쪽 | 13,5x21 cm | 13.00 €

Un bol de tristesse pour Nour

슬픔의 그릇

코슈카
마리 레기마
우리 모두 마음 속에
감정으로 가득한 옷장을
가지고 있죠. 이 감정들은
마치 씨앗처럼 우리 내면
속에 잠들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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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아침, 누르는 창문가에서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누르는 새끼 고양이와 우정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고양이를 찾아 헤매던
누르는 고양이가 옛 주인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린 소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4~6세 어린이를 위한, 일상의 감정에 관한
그림책. 책의 말미에는 심리학자 루이종
니엘만의 상세한 설명이 실려 있어 부모들이
아이에게 감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RIGHTS SOLD

9개 언어로 출판됨: 영어 (Quarto, USA & UK),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바스크어 (Ediciones Obelisco),
한국어 (Hanulim Publishing)…
9782081420922 | 2020 | 32쪽 | 20x23,5 cm | 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