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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어린이·청소년

30 choses à ne surtout pas faire
avec les animaux !

영어덜트

별이 꾸는 꿈

동물에게
하지 말아야
할 30가지
사미르 세누시
앙리 펠네 (그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동물을 대하는 방법에
관해 알려줍니다.

낮잠을 자는 사자를 깨우거나 코끼리를
분홍색으로 칠하거나 뱀으로 줄넘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면... 무사와 할아버지와 재미있는 동물들과
함께 동물을 대하는 매너를 배워보세요!

FIND OUT MORE

> 3300부 판매됨 (프랑스)
9782075098007 | 2020 | 56쪽
21x24 cm | 13.90 €

A quoi rêvent les étoiles ?

마농 파르제통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에 관한
반짝반짝 빛나는 심리 소설.

티투안은 방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일릭스는
극장을 꿈꾼다. 뤼스는 남편의 죽음 이후로
그 무엇에도 위안을 찾지 못한다. 가브리엘은
자유가 너무 소중한 나머지 애착 관계를 맺지
못한다. 아르망은 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왔다. 다섯 명의 등장인물. 그들을
갈라놓는 것은 바로 다섯 가지 고독이다. 하지만
각자의 전화기에 발신인 불명의 전화번호가
뜨면서 서로의 삶이 얽히게 되는데... "우연,
운명, 행성의 정렬... 원하는 대로 부르십시오.
나는 그걸 '마법'이라 부르겠습니다."
9782075147149 | 2020 | 400쪽
15,5x22,5 cm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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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어린이·청소년

Abeilles et vers de terre

영어덜트

꿀벌과 지렁이

플로랑스 티나르
벵자맹 플로 (그림)

꿀벌과 지렁이가 대체 무슨 관계냐고? 하나는
날아다니고, 하나는 기어 다니는데? 하나는
열심히 꿀을 모으고, 하나는 땅속에서 정체
모를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그건 바로 꿀벌과
지렁이가 생명 다양성을 위해 우리 자연에
없어서는 안 될 친구들이기 때문이야. 꿀벌과
지렁이를 보호하려면 그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지? 꿀벌과 지렁이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구.
9782075138161 | 2020 | 44쪽
23x29 cm | 16.00 €

알마,
바람이 분다

티모테 드 퐁벨
프랑수아 플라스 (그림)

세상의 균형이 꿀벌과

베스트셀러 작가

지렁이의 생존에 달려 있는

티모테 드 퐁벨의 신간!

이유는 뭘까?

Alma, le vent se lève

1786년, 남동생이 사라졌던 날 알마는
외부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던 아프리카의 계곡과
가족의 품을 떠나 동생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다.
그때, 리스본 항구에서는 조제프 마르스가
무역선 아멜리호에 은밀하게 승선한다.
조제프는 엄청난 보물을 찾고 있다. 대서양의
회오리바람 속, 아프리카, 유럽, 카리브해를
오가는 두 사람의 탐험과 운명은 저항할 수 없이
서로를 향해 그들을 이끄는데...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영어 (Europa Editions),
이탈리아어 (Mondadori), 터키어 (Yapi kredi)
9782075139106 | 2020 | 400쪽
15,5x22,5 cm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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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바이링구얼 빌
어린이·청소년

Bill aime les voyages

어린이·청소년

빌은 여행을
좋아해

잘 자요
밖에서는 고양이가 지붕 위를 산책하고, 기차가
숲 깊을 밝히며 달리고 있어요. 다람쥐는 잠을
자러 들어가고, 부엉이는 하루를 시작하려 하고
있네요. 상상의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어느새
스르륵 잠이 들어요. 아이의 방에서 출발해
바다로, 별들 사이로 우리를 데려가 주는 예쁜
책이랍니다. 잘 자요!

빌은 기차와 열기구를 타고, 차를 운전하고,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잠수함을 타고,
바다를 건너고 헬리콥터를 타고 날며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배도, 트럭도, 버스도 탄답니다.
아이들이 이 모든 것을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책!

알렉스 상데르
피에릭 비진스키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주는
완벽한 시리즈!

키코

RIGHTS SOLD

5개 언어로 출판됨: 카탈로니아어 (Cruilla),
이탈리아어 (Gallucci), 한국어 (Better Books),
룩셈부르크어 (Perspektiv),
스페인어 (Santa Maria)
지불레 | 9782075126038 | 2019
24쪽 | 18x18 cm | 10.50 €

Bonne nuit

9782075146425 | 2020 | 40쪽
22,3x22,3 cm | 12.00 €

"따뜻한 침대에 누우면,
사방이 조용해요. 밤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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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보니와 모르티메
어린이·청소년

개구쟁이들
Bonnie et Mortimer (Tome 2) :
Cauchemar en cantine

어린이·청소년

개구쟁이야,
엄마란다.

보니와
모르티메
(제2권)
식당의 악몽
아녜스 카탈라
클레망 드보 (그림)
짜릿한 듀오 보니와
모르티메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이상해요, 이상해! 언제부턴가 쥘베리 학교의
식당 음식이 이상할 정도로 맛있어졌어요.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보철 거인' 이라는
별명을 가진 보니와 '안경 호박'이라는 별명을
가진 모르티메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주저
없이 학교 식당에 침투합니다. 수사 결과는
보니와 모르티메가 창간한 신문 '베리스코프'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인데…

C'est maman, petit coquin !

카미유 섕숄

아기 사자는 엄마가 꼭 안아주는 걸 정말 좋아해.
너는 어때? 꼭 안아주는 법을 알고 있니? 그냥
두 팔을 벌리고... 꼭, 꼭, 꼭 안아주면 돼! 아기
얼룩말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생각한단다. 아기 얼룩말과 함께 숫자를
세어볼래? 하나, 둘, 셋...출발! 잘했어, 아기
얼룩말아.

RIGHTS SOLD

유아들의 호기심을

이탈리아어로 출판됨 (Gallucci)

일깨워줄 환경친화적인

FIND OUT MORE

시리즈.

> 63600부 판매됨 (프랑스, 시리즈 전체)
9782075138123 | 2020 | 10쪽
17x17 cm | 9.90 €

9782075125246 | 2020 | 48쪽
12,7x19 cm | 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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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에밀
어린이·청소년

Dire non !

어린이·청소년

아니라고
말하는 법

투명 인간이
된 에밀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알게 되면, 어른스럽게
대응할 수 있고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의 중요한 문제들을 유머와
재치로 접근한 책!

결정했어! 오늘 에밀은 투명 인간이 되기로
했어요. 이제 정오가 되면, 아무도 에밀을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왜 정오냐고요? 왜냐하면,
정오가 되면 엄마가 엔디브 요리를 하거든요.
엔디브라니! 엔디브는 너무나 끔찍한
음식이에요. 사실은 예전부터 투명 인간이 되어
보고 싶기도 했고요. 에밀의 변덕과 말썽이
불러일으키는 코믹한 상황극!

RIGHTS SOLD
카트린 돌토
콜린 포르 푸아레
로뱅 (그림)
제대로 "예"라고 말하려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답니다.

Émile est invisible

6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Il Castello),
그리스어 (Minoas), 한국어 (Hansol),
폴란드어 (Znak), 루마니아어 (Didactica)…
지불레 | 9782075147880 | 2020
28쪽 | 17x20,5 cm | 6.50 €

뱅상 퀴블리에
로낭 바델 (그림)
에밀은 그냥 고집이 센
것이 아닙니다. 에밀은 매우
매우 고집이 셉니다!

RIGHTS SOLD

7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Beijing Arcadia Culture Communication Co.,
Ltd), 헝가리어 (Naphegy),
한국어 (Hanuribooks),
루마니아어 (Editura Espresso),
스페인어 (Edelvives)…
지불레 | 9782070644254 | 2012
28쪽 | 17x20 cm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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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나의 첫 다큐멘터리
어린이·청소년

Espace : Qu'est-ce qu'une planète ?

어린이·청소년

우주

계절 꽃

행성이란?

크리스토프 샤파르동
톰 고용 (그림)
토성의 고리는 무엇으로
만들어 졌을까? 달 위를

밤에 하늘을 보면 별, 행성, 혜성으로 가득한
우주를 볼 수 있답니다. 천문학자들은 처음에는
육안으로, 그 후에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했어요. 처음으로 인간이 달 위를 걸었던
순간도 있었죠. 오늘날 우주비행사들은 로켓을
타고 우주 정거장으로 가고 로봇은 태양계를
횡단한답니다.

FIND OUT MORE

> 6700부 판매됨 (프랑스)
9782075130820 | 2020 | 16쪽
18x26,5 cm | 9.90 €

Fleurs de saison

에마뉘엘 크시르 르프티
정원의 꽃을 발견하는
다큐멘터리.

일 년 내내 정원에는 꽃이 핀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 여름의 더위 속에 피어난 꽃, 아름다운
계절의 끝을 알리는 꽃, 그리고 겨울에 색을
더해주는 꽃. 각각의 꽃들은 자신만의 모양, 향기,
색깔, 잎, 줄기를 뽐낸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인간의 감정이나 전설, 혹은 국가를 상징하기
위해 꽃을 사용하기도 한다. 라일락, 은방울꽃,
튤립, 양귀비, 금어초, 달리아, 치자나무, 미모사,
팬지, 수선화... 꽃들에 관한 수천 가지 일화를
들려주는 반짝이는 책.
9782075138192 | 2020 | 96쪽
13x25 cm | 16.00 €

처음 걸었던 사람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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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나의 첫 음악 탐험
어린이·청소년

나의 피아노책
Je découvre l'orchestre

어린이·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배워요

세계의
명곡들을
연주해봐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등 여러
악기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봐요. 버튼을 누르면
오케스트라의 합주 속 각각의 악기들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으며, 유명한 곡들을 직접 연주해볼
수도 있답니다.

RIGHTS SOLD
샤를로트 로드레르 (그림)
총 네 권의 시리즈로,
권당 여섯 곡의 음악이
들어있어요.

8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번자체 (San Min),
독일어 (Fsicher), 그리스어 (Patakis),
한국어 (Woongjin),
스페인어 (Planeta/Grup62)…

FIND OUT MORE

> 1만부 판매됨 (프랑스)
> 34000부 전세계적으로 판매됨.
독일에서 15000부 판매됨.

Je joue mes grands airs au piano

마리옹 비예 (그림)
어린이들이 명곡들을
연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피아노 교재.

계이름이나 건반 색상을 알 필요도 없어요.
아이는 불이 켜진 건반을 따라 누르면서 점차
혼자서 피아노 명곡들을 칠 수 있게 된답니다.
환희의 송가 (베토벤), 볼레로 (라벨), 송어
(슈베르트), 봄 (비발디), 피아노 소나타 11번
(모차르트), 자장가 (브람스). 두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멜로디 듣기' 모드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대로 쳐보기/나만의 멜로디
만들기' 모드예요.
9782075138659 | 2020 | 20쪽
24,6x25,6 cm | 17.90 €

9782075138635 | 2020 | 14쪽
16,5x16,5 cm | 10.00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갈리마르 줘네스
나의 첫 다큐멘터리
만화·그래픽 노블

조안 스파
판타지 속의 중세 시대,
심술궂고 악명 높은
거짓말쟁이 르나르는
새로운 모험을 떠난다.

La Chanson de Renart

어린이·청소년

La Forêt

르나르의 노래

숲

우리의 영원한 희생양 르나르는 언제나 든든한
공모자 늑대 이장그랭과 함께이다. 르나르는
마법사 메를랭을 만나게 되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된다. 거대한 재앙 속에 놓인
세상을 구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마법이
지배하고 이제 곧 마녀와 밀교와 그리스 신들이
자리를 잡게 될 상상속의 프로방스 지방을
배경으로, 조안 스파는 전설적인 중세 소설에
대한 오마주를 기발하게 표현해냈다.

공원에 서 있는 이 웅장한 나무는 무엇일까요?
다람쥐가 나무 위를 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섯은 어디에서 자랄까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
플랩 책.

갈리마르 BD | 9782075134194 | 2020
56쪽 | 23x31 cm | 16.00 €

RIGHTS SOLD

공동저작물
엘자 푸키에 (그림)
아이들의 언어와 어휘
발달을 돕는 시리즈.

7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Ronshin),
체코어 (Svojtka), 이탈리아어 (Gallucci),
일본어 (Dai Nippon Kaiga),
스페인어 (Blume, world)…

FIND OUT MORE

> 16만부 판매됨 (프랑스, 시리즈 전체)
9782075143813 | 2020 | 10쪽
18x18 cm | 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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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갈리마르 줘네스
어린이·청소년

로뮈알드
마녀 소르셀린, 동물 토템,
그리고… 파마자 삼총사의
탄생 이야기!

La Légende des pyjamasques

어린이·청소년

La traversée des animaux

파자마
삼총사의 전설

횡단하는
동물들

어느 날, 마녀 소르셀린은 모든 힘을 장악하기로
결정하고 동물 토템들을 두터운 곤충 구름 속에
가둬버린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세 마리의
동물 토템이 곤충 구름으로부터 탈출한다.
그들은 모두를 구해내기 위해 '용감한 영웅들'
을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격노한
마녀 소르셀린은 번개로 토템들을 내려치지만,
세 토템은 가까스로 지구로 도망칠 수 있었다.
지구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세 명의 작은
어린이였다. 그리 강하거나 용감하지도 않은,
어쩌면 매우 서투르다고도 할 수 있는 세 명의
어린이. 그러나 이제, 토템의 힘으로 세 어린이는
파자마 삼총사로 변신한다!

눈 내리는 겨울. 곰은 늑대 세 마리, 황새 한 마리,
고슴도치 한 마리, 펭귄 한 마리 등 여러 동물이
뒤섞인 기묘한 무리를 이끌고 있다. 동물들은
걷고, 날고, 뛰고 또 걷고, 날고, 뛰어 자신들이
있어야 할 야생의 품으로 돌아간다.

뱅상 퀴블리에
브리스 포스트마 위젤 (그림)

지불레 | 9782075116817 | 2020
32쪽 | 25,5x32 cm | 19.50 €

모스크바 동물원을 탈출한
열 여섯 마리의 동물들.

지불레 | 9782070667666 | 2016
36쪽 | 20,5x27 cm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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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갈리마르 줘네스
나의 사운드북
어린이·청소년

Le défi de Youlan

어린이·청소년

율란의 도전

정글북

양쯔강 계곡에 활기 넘치는 소년 율란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율란은 친롱이라는 사부를
만나서 길을 떠났납니다. 사부는 손바닥으로
산을 반으로 가를 수 있는 사람이래요. 길을
떠난 율란 앞에는 놀라운 일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 모글리가 넝쿨 사이를 넘나들며 신나게
웃는 소리, 호랑이 세르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곰 발루의 노랫소리를 들어보세요. 소리 지르는
원숭이들, 최면적인 주문을 거는 비단뱀 카아,
그리고 세르칸에게 승리한 위풍당당한 모글리의
노래도 들을 수 있어요!

FIND OUT MORE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500부 판매

티앙

Le livre de la jungle

9782075107075 | 2020 | 28쪽
19x26 cm | 13.00 €

> 12200부 판매됨 (프랑스)

벵자맹 쇼 (그림)

양쯔강 계곡에는 활기

명작 정글북을 읽으며

넘치는 소년 율란이

손가락으로 눌러 멋진

살고 있다.

사운드를 즐겨요.

9782075121187 | 2019 | 24쪽
18,5x21 cm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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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갈리마르 줘네스
뤼크레스의 세계
만화·그래픽 노블

카림 프리아
몽마르트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동네 전체가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불길한 영령들에
점령당해버렸다!

Le Mangeur d'espoir

어린이·청소년

Le monde de Lucrèce (Tome 5)

희망을
먹어삼키는 자

뤼크레스의
세계 (제5권)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열여섯 살 레이첼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다. 기묘한 아드리안
스테른 박사에 의하면 불행은 희생양의 정신을
침략하고 그 안의 가장 행복한 추억들을
먹어버리는 악마적인 존재인 '희망을 먹어
삼키는 자'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이제 레이첼은
기억 속에 들어가서 그 괴물을 추적해야만
하는데..

스칼렛이 집을 나간 뒤 엄마 뤼크레스는 자신이
십 대라고 믿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손님 '린'이 집으로 찾아온다. 뤼크레스에게 삶은
여전히 놀라움의 연속이다. 뤼크레스는 손님과
함께 꿈 같은 주말을 보내며 승마를 하고, 바다
여행을 하고, 스릴을 즐기는데…

갈리마르 BD | 9782075121514 | 2020
112쪽 | 19x26 cm | 18.50 €

안 고시니
카텔 (그림)
12만부 이상 판매된 <꼬마
니콜라>의 창시자 르네
고시니의 딸, 안 고시니가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Il Mundo di
Lucrezia, Gallucci), 폴란드어 (Lucrecja, Znak)
9782075136839 | 2020 | 192쪽
14,5x21 cm | 12.50 €

만든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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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갈리마르 줘네스
펴서 읽는 이야기책
어린이·청소년

단풍나무와 벚꽃 연대기
Le vilain petit canard

영어덜트

미운 오리 새끼

단풍나무와
벚꽃 연대기
(제1권)

알에서 갓 태어난 작은 오리는 형제자매들과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농장의 모든
동물이 못생겼다며 오리를 놀려댔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못난이 오리일까요?

FIND OUT MORE

노(能) 가면

> 1700부 판매됨 (프랑스)

필리프 르셰르메이에르
밀렌 리고디 (그림)
접고 펴고 가지고 놀며 큰
소리로 따라 읽을 수 있는,
접이식 책으로 재탄생한
고전 동화!

9782075138086 | 2020 | 32쪽
22x17 cm | 12.00 €

Les Chroniques de l'érable et du cerisier
(Tome 1) : Le masque de No

카미유 몽소
복수, 열정, 사무라이:
이치로의 운명을 따라가는
4부작 연대기의 첫
번째 작품.

버려진 아이 이치로는 검의 길을 가르치는
신비한 사무라이의 손에 아들처럼 자랐다.
산과 자연의 품에서 계절의 리듬을 만끽하며
자란 이치로는 행복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지만, 동시에 커다란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 힘든 검술 훈련을 견디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끔찍한 밤, 이치로의 삶을 뒤흔드는 일이
발생한다. 이치로는 이제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세상과 자신의 운명에 맞서야만 하는데…

RIGHTS SOLD

이탈리아어로 출판됨 (Ippocampo)
9782075126977 | 2020 | 416쪽
15,5x22,5 cm | 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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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갈리마르 줘네스
나의 작은 음악 도감
어린이·청소년

클로에 알메라스

Moi aussi

어린이·청소년

나도 할래요

음악의 거장들

가족들과 바닷가로 놀러 간 니농은 오빠처럼
하고 싶었어요. 땔감을 모으고, 식사 준비를
돕고, 바위 위에 올라가고, 자전거를 타고
싶었죠. 그런데 부모님은 언제나 니농이 아직
너무 어리데요. 니농은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자신이 얼마든지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하는데...

버튼을 누르면 바흐, 슈만, 모차르트, 베토벤, 비제,
비발디, 쇼팽, 드뷔시, 포레, 림스키코르사코프,
생상스, 로시니 등 열두 명의 고전 음악의
거장들과 그들의 명곡을 만나볼 수 있어요.

9782075145985 | 2020 | 28쪽
20x24 cm | 12.00 €

RIGHTS SOLD

마리옹 비예 (그림)

어린이에게 예술성과

유아들이 고전 음악의

창의성이 얼마나

명곡들을 접할 수 있도록

중요한지에 관한 독창적인

도와주는 시리즈.

결말이 돋보이는 책.

Musique Maestro !

10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Fischer),
네덜란드어 (Clavis), 이탈리아어 (Mondadori),
일본어 (Shufuno Tomo),
노르웨이어 (Forteller)…

FIND OUT MORE

> 11500부 판매됨 (프랑스)
> 독일에서 2만부 판매됨,
전세계적으로 67700부 판매됨
9782075109864 | 2019 | 12쪽
21,5x21,5 cm |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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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갈리마르 줘네스
어린이·청소년

Neige

어린이·청소년

눈

집에만
있어야 한대요

눈 덮인 언덕에 약간의 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폭풍은 눈 위의 발자국을 지워버렸습니다.
어떻게 동굴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눈이 갈라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작은
주둥이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졌네요. 마치 숲이 잠든 것 같아요.
9782075125918 | 2019 | 10쪽
21,5x26,5 cm | 25.00 €

엘레나 셀레나
엘레나 셀레나가 만든 다섯
가지 정다운 산책길.

Pour toi, le confinement
c'était comment ?

아르노 알메라스
로뱅 (그림)
전염병 위기로 집에
머물러야 했던 어린이의
감동적이고 유쾌한 일상
이야기.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집에만 머물러야 했던
시간은 어땠나요? 놀라운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때로는 즐거운 순간도 있었죠. 부모님이
걱정에 사로잡힐 때는 힘들기도 하고요.
혼자라고 느낄 때도, 지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빠와 만들기 놀이를 하고, 엄마와 함께 요가를
하고 오빠와 함께 요리에 도전해 볼 시간이
생기기도 했어요! 더 멋진 일은, 코로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에요.
지불레 | 9782075150187 | 2020
36쪽 | 21x23,5 cm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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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갈리마르 줘네스
사랑스런 작은 곤충들
어린이·청소년

안툰 크링스
정원의 가장 작은 주민인
꿀벌에 초점을 맞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이야기.

Rose, petite rose

만화·그래픽 노블

Shaker monster

꿀벌 로즈

몬스터 셰이커

인생이 항상 장밋빛은 아니랍니다. 그 정도는
꿀벌 로즈도 알고 있죠. 친구 릴리는 끊임없이
로즈를 괴롭히고, 릴리를 질투해요. 릴리 자신도
그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고집스런 릴리의
질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릴리는 약혼자 아를르캥 앞에서 로즈인
척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가면은 벗겨지기
마련이죠. 슬픔으로 가득한 로즈의 작은 심장을
위로해주는 건 친절한 나비랍니다.

쥐스탱과 그웬은 여느 평범한 형제자매들처럼
매일같이 서로 다투느라 바쁜 형제다. 어느
날, 쥐스탱이 종이 박스 안에서 마법의 물건 '
몬스터 셰이커'를 발견하면서 형제의 일상은
뒤흔들리기 시작한다. 아무 원료나 셰이커에
넣고 흔들기만 하면 작은 몬스터가 탄생하고, 집
안은 점점 전쟁터가 되어간다. 두 형제는 힘을
모아 집안을 가득 채운 작은 몬스터들을 다시
셰이커 안으로 집어넣으려 애쓰는데... 과연 두
사람은 힘을 모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 일본어
(Imagination Plus Press), 루마니아어 (Trei)
지불레 | 9782075140935 | 2020
28쪽 | 19,5x19,5 cm | 6.20 €

마틸드 도메크
MR. 탕 (그림)
쥬만지와 포켓몬의 만남!
<치명적인 아델>로 잘
알려진 Mr. 탕의 최신작.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Shaker Monster, Nuevo Nueve)
갈리마르 BD | 9782070663804 | 2016
64쪽 | 20x26 cm | 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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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빵!
어린이·청소년

Sports

어린이·청소년

스포츠

자자는
어린이집에
다녀요

1896년 아테네에서 열린 최초의 근대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스피리돈 루이스부터 1988년
서울 패럴림픽의 수영 영웅 마이클 에드그슨,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및
총 5개의 메달을 딴 영재 체조 선수 나디아
코마네시, 멕시코에서 8.90m라는 놀라운
도약을 했던 밥 비먼 등 올림픽 역사를 되짚어
보는 서사시적인 책.

장 미셸 빌리우
고노 (그림)
올림픽의 역사를
기록한 40 명의 위대한
선수들의 활약상!

RIGHTS SOLD

7개 언어로 출판됨 : 영어 (Quarto, world),
그리스어 (Minoas), 한국어 (Daekyo), 스페인어
(Nuevo Nueve), 세르비아n (Kreativni Centar)…

FIND OUT MORE

> 영국에서 5000부 판매
9782075135641 | 2020 | 96쪽
13,5x18,2 cm | 9.90 €

Trotro et Zaza à la crèche

베네딕트 게티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자와 오빠 트로트로의
일상 모험!

자자는 어린이집을 좋아하고, 어린이집의 니니
선생님을 좋아해요. 자자는 온종일 친구 데데와
함께 놀아요. 어른들이 식탁을 차리는 걸 돕기도
하고, 데데의 머리카락에 감자 퓌레를 묻히지
않고 제대로 밥 먹는 법을 배우기도 하죠. 함께
낮잠을 자는 것도 재미있어요. 저녁에 아빠가
자자를 데리러 와도 자자는 계속 니니 선생님과
있고 싶을 정도랍니다. 하지만 트로트로 오빠와
함께 집에 갈거예요!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와
쿠션이 들어간 표지를 사용해 아기들의 작은
손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그림책.
지불레 | 9782075125987 | 2020
20쪽 | 16,5x16,5 cm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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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만화·그래픽 노블

Visa transit (Tome 1)

시트로앵 비자
(제1권)

니콜라 드 크레시
일찌기 셰익스피어는 "
이곳을 떠나 살아남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
죽음을 택해야 하는가!"
라고 썼다. 그리고 니콜라
부비에도 <세상의 용도>
첫머리에 이 문구를 인용한
바 있다.

1986년 여름, 체르노빌 핵폭발 사고가 일어난지
몇 달이 흘렀을 즈음 이제 막 스무살이 된 니콜라
드 크레시와 그의 사촌은 첫 차 시트로앵 비자를
갖게 된다. 둘은 읽지도 않을 책으로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침낭 두 개와 담배를 챙겨 넣고는
목적지도 없는, 그러나 그들을 세상 가장 먼
곳까지 데려다 줄 긴 여행을 떠난다. 이탈리아
북부를 횡단하고,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를
지나 터키로 내려가는 일주를 통해 그들은
세상과, 또 그들 자신과 부딪혀간다.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Eris),
네덜란드어 (Concerto), 체코어 (Meander)

FIND OUT MORE

> 지리 만화상
갈리마르 BD | 9782075130936 | 2019
136쪽 | 21x28 cm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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