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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쿠르 그룹
엘프
만화·그래픽 노블

Castelmaure

만화·그래픽 노블

카스텔모
르의 저주

르위스 트롱다임
알프레드
카스텔모르의 저주
이면에는 어떠한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까?

여기, 20년 넘게 전국의 수많은 도로를 헤집고
다니며 민중 사이에 인기를 끄는 이야기와
전설들을 수집해 온 신화연구가가 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즐긴다. 직업상 다양한 유형의
거짓말쟁이들과 수많은 허풍쟁이들을 만나온
그가 특별히 줄곧 쫓아 온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많은 운명이 이상하게 얽히고
연결된 독특한 전설 '카스텔모르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이다. 중세풍의 배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생생하고 재미있으며 드라마틱하고
시적인 성인용 작품.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28901 | 2020
144쪽 | 19,8x26,3 cm | 18.50 €

Elfes (Tome 28) : Au royaume des aveugles

엘프 (제28권)
눈먼 자들의 왕국

올리비에 페루
스테판 빌로
과연 화이트 엘프 알랴나는
동족에 맞서 싸우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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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들을 무찌른 뒤 해일을 일으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던 알랴나는 마치
껍데기처럼 살고 있다. 그녀의 심장은 더는 뛰지
않았고, 그녀의 엄청난 힘도 사라져버렸다. 이제
알랴나는 그저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기만을
원한다. 그러나 그러한 알라냐의 바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화이트 엘프는 많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화이트 엘프들은 알랴나가 약해진
틈을 타서 그녀를 없애고 싶어 하는데…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89327 | 2020
52쪽 | 23,3x32,3 cm | 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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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쿠르 그룹
프리지엘과 플러피
어린이·청소년

Frigiel et Fluffy (Tome 8) :
Au bout du monde

만화·그래픽 노블

거인 셀레스트

프리지엘과
플러피 (제8권)
세상의 끝에서

장 크리스토프 데리앙
프리지엘
맹트
유튜브에서만 수백만
명의 팬들을 거느린
주인공들을 만나보세요.

상인 코렘이 주문한 수박 상자들을 누가
훔쳤을까? 프리지엘과 플러피는 친구 알리스와
아벨과 함께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마을을 떠난다. 하지만 어디에나 위험은 있기
마련. 숨어 있는 좀비 떼를 맞닥뜨린다. 끔찍한
좀비들을 쓰러뜨리고 수박 도둑이 누구인지
알아내려면 용기와 무모함이 필요하다!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81710 | 2020
48쪽 | 21,7x29,7 cm | 10.95 €

Géante

장 크리스토프 데브니
뉘리아 타마리
차이, 사랑, 자유에 관해
이야기하는 섬세하고
페미니즘적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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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옛적에 깊은 산 속에서 발견된 거대한 고아
셀레스트가 살았어요. 거인 셀레스트는 여섯
명의 오빠를 가진 막내였죠. 오빠들이 모두
가족의 품에서 벗어날 때가 되자 셀레스트도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했어요. 여행을
떠난 셀레스트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품는 적대감을, 전쟁이나 종교가 만들어
내는 불의를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여행의
끝에서는 사랑도 배우고, 또한 자기 자신이 되는
진정한 자유 또한 알게 된답니다.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00167 | 2020
200쪽 | 22,6x29,8 cm | 2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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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쿠르 그룹
살인의 거리
Histoires de fantomes du Japon

예술

만화·그래픽 노블

일본의 귀신
이야기

라프카디오 헌
벵자맹 라콩브
일본의 민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린 무시무시한
그림들.

일본의 민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린 무시무시한
그림이 가득한 책이다. 요정 이야기에서
식인귀와 뱀파이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일본적 상상력은 우리에게
죽음에의 문뿐만 아니라 환생에의 문도 열어
준다. 죽은 자와 산 자가 뒤섞이고, 상상의
존재와 악마와 요괴가 등장한다! 독특한 그림과
함께 더욱 풍부해진 민속 이야기의 흡입력을
느껴보라.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78970 | 2019
192쪽 | 20,2x 28,3 cm | 29.95 €

Homicide (Tome 5) :
Une année dans les rues de Baltimore

살인의 거리
(제5권)
볼티모어
거리에서의 일년
필리프 스콰르조니
다비드 시몽
집요한 살인자의 목표물이
된 돌리 브라운에게는 죽을
마음이 전혀 없다.

1991년 미국에서 출판된 데이빗 사이먼의
<Homicide, A Year on the Killing Streets>는 미국
북동부의 문제적 도시 볼티모어에서 강력계
형사들 틈에서 지낸 1년 동안의 시간을 써내려간
책으로, <The Wire> 등의 티브이 드라마를
탄생시킨 베스트셀러다. 데이빗 사이먼의 책을
만화로 각색한 이 작품은 허구의 범죄 소설이
아닌, 리얼한 르포르타주를 표방한다. 매년 240
건의 살인이 발생하는 한 도시의 풍경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국 도시의 폭력성에 대한 섬세한
그림을 그려낸 작품이다.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17530 | 2020
160쪽 | 17,3x26,4 cm | 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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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쿠르 그룹
줄리우스 코랑탱
만화·그래픽 노블

새매
Julius Corentin Acquefacques (Tome 7) :
L'hyperrêve

만화·그래픽 노블

줄리우스
코랑탱 (제7권)

새매 (제10권)
인도의 공주

나선몽

마르크 앙투안 마티외
줄리우스는 자신의 미래가
만화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어느새 무한한
나선 속에 들어가 있음을

웃음부'의 하급 공무원 줄리우스에게는 잔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역설이 왕이며
내러티브의 결함이 규범인 세상에서 그
창조자인 악마조차 기꺼이 길을 잃을 끔찍한
모험이 펼쳐진다. 제9의 예술이라 불리는 만화를
통해 탐험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을 미처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탐험해낸 걸작.

L'Épervier (Tome 10) :
La princesse indienne

파트리스 펠르랭
위험한 임무가 시작되고,
새매가 등장하는데…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18582 | 2020
48쪽 | 23x32 cm | 15.95 €

알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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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으로 번쩍이는 베르사유의 왕실에서 추위에
얼어붙은 퀘벡 땅까지! 1742년, 스파이는 목숨을
걸고 프랑스 왕에게 중요한 서신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는다. 서신의 중요성을 보여주듯,
대서양 양쪽에서 그를 쫓기 시작한다. 용감한
해적 얀 드 케르뫼르도 스파이를 쫓는 대열에
합류하는데, 또 다른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79038 | 2020
48쪽 | 23,4x32,3 cm | 14.95 €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델쿠르 그룹
에피파니의 무시무시한 여행
어린이·청소년

L'épouvantable peur d'Épiphanie Frayeur
(Tome 2) : Le temps perdu

어린이·청소년

행운을
좇는 남자

에피파니의
무시무시한
여행
잃어버린 시간
세브린 고티에
클레망 르페브르
어린이의 두려움에 대한
완전하고 환상적이며
장난스럽고 유머러스
한 일련의 이야기.

에피파니는 부모와 함께 아홉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녀의 내면 속은
이미 다른 세상으로 가득해요. 에피파니에겐
빨리 해결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탐험을
시작해야 해요!

L'homme qui courait après sa chance

포즐라
행복은 각자의
책임인 걸까?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89730 | 2020
92쪽 | 21,4x28,6 cm | 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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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에 달라붙어 버린 불운의 기운에 압도된
남자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산속의 현자를
찾아가는 일뿐이라고 믿는다. 남자는 은둔자를
찾으러 떠난 길에서 자신처럼 불행한 자들을
만난다. 식욕이 없는 호랑이, 불쌍한 관목,
절망에 빠진 젊은 여성... 그래, 결정했어! 남자는
이 모든 불행한 자들을 대신해 산속의 현자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가지고
돌아오기로 한다.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26631 | 2020
32쪽 | 24x32 cm | 1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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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쿠르 그룹
하킴의 오디세이
만화·그래픽 노블

L'Odyssée d’Hakim (Tome 3) :
De la Macédoine à la France

어린이·청소년

라모의
위대한 모험

하킴의 오디세이
(제3권)
마세도니아에서
프랑스까지
파비앙 툴메
고국을 떠나 '난민'이 된
젊은 시리아인 하킴의 실화.

가족, 친구, 자신의 사업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한 남자의 실화.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이웃
나라가 그에게 미래와 안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는 떠나야 했다. 전쟁이
어떻게 당신의 땅과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게 만드는지, 어떻게 당신을 난민으로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희망과 폭력을 오가는
실화이다. 때때로 인간성을 잊게 되는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에 관한 강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Le grand voyage de Rameau

피실
인간 세계로 떠나는 라모의
짜릿한 모험 이야기.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23739 | 2020
256쪽 | 17x23,7 cm | 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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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개의 잎' 숲속에는 작은 생명체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고대 전설에 따르면 한때 이 부족에는
인간과 인간의 발명품에 끌렸다가 비극을
경험한 세 명의 부족민이 있었다고 해요. 그
후로 부족민에게는 인간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로협의회의
소환을 받은 젊은 라모에게 런던이라는 도시로
가라는 지령이 떨어졌어요. 런던으로 간 라모는
인간 세계가 상상만큼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90170 | 2020
216쪽 | 24x32 cm | 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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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쿠르 그룹
별 방랑자
만화·그래픽 노블

다섯 개의 땅
Le vagabond des étoiles (Tome 2)

만화·그래픽 노블

별 방랑자
(제2권)

리프 렙스
잭 런던 소설을 각색한
작품. 사형을 선고 받은 
남자 대럴 스탠딩은
처형날을 기다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샌 쿠엔틴. 농업 엔지니어
대럴 스탠딩은 교수형을 선고받고 처형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간수들이 가하는 가혹한
고문을 견뎌내기 위해 자기최면을 걸어 정신의
전생 여행을 떠난다. 현실과 환상 사이를
오가는 대럴 스탠딩의 전생 여행은 교도소의
폐쇄된 사각 공간에 대항하는 과정이자 인간의
상상력의 힘에 대한 오마주이다.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90248 | 2020
104쪽 | 20x21 cm | 17.95 €

Les 5 terres (Tome 4) : La même férocité

다섯 개의 땅
(제4권)
쌍방 잔혹

르웰린
제롬 르르퀼레
왕좌에 가입하기위한
음모와 클랜 전쟁 사이의
서사시적인 동물 사가.

드라케노르 전투의 영웅인 늙은 왕 사이러스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잔인하고 야심 찬 젊은 호랑이이자 왕의
계승자로 지정된 왕의 조카 히루스는 어서 왕이
되어 다섯 개의 땅 전체에 자신의 법을 호령하는
날만을 꿈꾼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왕좌란 무릇 모든 탐욕자들이 꿈꾸는 대상이며,
특히 이웃 왕국에서는 이쪽의 상황을 지켜보며
여차하면 히루스를 밟아 버리려 혈안이 되어
있는데…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16731 | 2020
56쪽 | 23x32 cm | 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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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쿠르 그룹
룰루와 넬슨
만화·그래픽 노블

Les oiseaux ne se retournent pas

어린이·청소년

새들은 돌아
보지 않아

나디아 나클레
전쟁으로부터 탈출한
아이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느 날, 12세의 고아 아멜은 떠나기로
결심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의
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국경에 도착했을 때 아멜은 그녀와 함께
있었어야 할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여정을 계속하던 아멜은 탈영병이자
오우드 연주가인 바셈을 만난다. 아멜와
바셈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함께 배워가기
시작한다. 유럽으로 피난 온 난민의 최소 4
분의 1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라고 한다.
미성년자 난민들도 성인들과 똑같이, 자국의
야만주의로부터 도망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이들이다.

Lulu et Nelson (Tome 1) : Cap sur l'Afrique

룰루와 넬슨
(제1권)

아프리카의 희망봉

장 마리 오르몽
샤를로트 지라르
오렐리 네레
이탈리아를 떠나
아프리카로 간 룰루와
아버지는 넬슨이라는
청년을 만난다.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27652 | 2020
244쪽 | 19,8x26,3 cm | 2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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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나폴리. 10살 소녀 룰루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사자 조련사가 되고 싶 어한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화재로 서커스가 완전히 불타면서
동물들은 모두 죽고 만다. 몇 분 만에 어린 소녀의
꿈과 미래가 연기 속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다! 남아프리카에는
사자가 많다고 하는데... 룰루는 사자를 찾으러
남아프리카로 가기로 한다. 그곳에서 룰루는
넬슨이라는 청년을 만나고, 넬슨은 야생 보호
구역으로 룰루를 데려간다. 과연 두 사람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91382 | 2020
56쪽 | 22x29,4 cm | 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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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쿠르 그룹
선구자들
어린이·청소년

Mythics (Tome 10)

만화·그래픽 노블

신화 (제10권)

파트릭 소브랄
파트리샤 리풍
필립 오가키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탄생한
사랑스러운 새

신과 영웅들이 살던 아득한 옛날, 악은 여섯
가지 신의 모습으로 세상을 장악하려 했다.
그리고, 특별한 힘과 신성한 무기를 휘두르는
여섯 영웅이 신의 모습을 한 여섯 악의 화신들에
대항했다. 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한 여섯 영웅은
비밀 장소에 악을 봉인해버렸다. 시간이 흘러,
고대의 여섯 영웅의 뒤를 이은 여섯 후손은
지금껏 경험치 못했던 커다란 악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데…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19671 | 2020
56쪽 | 22,6x29,8 cm | 10.95 €

Pionnières : Nellie Bly

선구자들
넬리 블리

니콜라 자리
기욤 타베르니에
미국 언론의 아이콘 넬리
블리는 직접 정신 병원에
잠입해 탐사 기사를 썼다.

영웅들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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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미국의 언론 거물 조지프 퓰리처는 23
세의 넬리 블리를 뉴욕 월드에 고용했다. 넬리는
정신이 나간 척을 하며 뉴욕의 블랙웰 섬 정신
병원에 들어가고, 10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정신 병원의 끔찍한 상황을 그려낸 일련의
기사를 써낸다. 넬리의 기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그 결과 뉴욕시 당국은 정신 병원
등의 시설에 수감된 환자들에 대한 수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만 했다.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82540 | 2020
56쪽 | 23,3x32,3 cm | 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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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쿠르 그룹
사샤와 톰크루즈
어린이·청소년

복종
Sacha et Tomcrouz (Tome 3) : Les Shaolin

만화·그래픽 노블

사샤와
톰크루즈
(제3권)

복종 (제6권)
샤린 (제2부)

소림사
아나이스 알라르
바스티앙 키뇽
시간을 거슬러 역사 속으로
떠나는 사샤와 톰크루즈의
매혹적인 여행!

Servitude (Tome 6) :
Shalin (Seconde partie)

사샤 바자렉은 다소 특이한 골동품상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열 번째 생일을 맞은
사샤는 자신의 과학 연구를 도와줄 엄청난
지능을 가진 쥐를 갖고 싶어하지만, 정작 받게
된 것은 치와와였다. 전혀 순종적이지 않은
치와와 톰크루즈는 이제 사샤와 어디든 함께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밖으로 나갔던 톰크루즈가
백열의 젤리로 뒤덮인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둘은 시간을 건너 기묘한
장소로 옳겨지는데…

파브리스 다비드
에릭 부지에
최초에 지구를 점령했던
것은 인간이 아닌
그들이었다.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81758 | 2020
84쪽 | 22x29,4 cm | 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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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들은 사라지고, 드래곤들은 살아남았으며,
세이렌들은 깊은 바닷속으로 후퇴했다. 천사와
요정은 이제 신화 속 존재일 뿐이다. 이들은
모두 이미 전설이 되어 버린 존재들이다. 하지만
드래곤이 은신처에서 나와 움직이기 시작하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데…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90798 | 2020
56쪽 | 23,3x32,3 cm | 14.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