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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판매 현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관련 최신 정보는 해당 출판사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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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셰트 줘네스아셰트 줘네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세상에서 가장 쉬운  
100가지 놀이100가지 놀이
  아빠와 함께 읽는    아빠와 함께 읽는  
다섯 가지 이야기다섯 가지 이야기
  사랑이란 뭘까?  사랑이란 뭘까?
  숲 속의 밤비  숲 속의 밤비
  런던 도난 사건  런던 도난 사건
  아르침볼도와    아르침볼도와  
함께 떠나요함께 떠나요
  농구가 좋아  농구가 좋아
  나만의 패션쇼  나만의 패션쇼
  빨간 망토 소녀를    빨간 망토 소녀를  
구해야 해!구해야 해!
  잘 시간이야!  잘 시간이야!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너를 너무 사랑해  너를 너무 사랑해
  아름다운 모험  아름다운 모험
  고양이 복슬이    고양이 복슬이  
(제1권)(제1권)
  줄  줄
  가스통의 감정:    가스통의 감정:  
나의 작은 활동책나의 작은 활동책
  마르탱은    마르탱은  
스마트폰을 좋아해스마트폰을 좋아해
  나만의 자연 그림책  나만의 자연 그림책
  내 점이 어디로 갔지?  내 점이 어디로 갔지?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지켜라

해외저작권 Anne Vignol : avignol@hachette-livre.fr | 해외저작권 Clara Bruey : cbruey@hachette-livre.fr |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http://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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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셰트 줘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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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activités zéro ennui  
les plus faciles du monde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쉬운 100가지 쉬운 100가지 
놀이놀이
따로 도구를 구매하지 않고도 일상적인 물건을 
활용해서 집안에서, 혹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소개합니다! 공예, 요리, 
게임, 야외 활동, 창작 활동 등 이 책에 실려 있는 
100가지 활동으로 지루함을 날려버리세요. 
효율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련된 삽화와 단계별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시리즈는 
총 1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IGHTS SOLD
5개 언어로 출판됨: 아랍어, 카탈로니아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스페인어
FIND OUT MORE
> 8800부 판매됨 (프랑스)

고티에-랑그로 | 9782017089704 | 2019 
208쪽 | 17,5x22,5 cm | 14.95 €

 5 Histoires à lire avec Papa

아빠와 함께 아빠와 함께 
읽는 다섯 가지 읽는 다섯 가지 
이야기이야기
아빠와 함께 읽기 좋은 재미있고 다정한 다섯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우리 아빠 비주, 이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되면, 카푸친의 정원, 출발!, 
미운 오리 새끼 등.
RIGHTS SOLD
6개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되 코크 도르 | 9782017863434 | 2020 
96쪽 | 16x18,5 cm | 5.95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공동저작물

아이와 부모를 모두 
만족시킬 저렴한 가격의 
예쁜 창작동화집!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조제핀 라카스
스튜디오 통소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만들고 실행하기도 쉬운 
100가지 놀이와 활동으로 
지루함을 날려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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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셰트 줘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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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은 어때? 어린이 철학 교실 네 생각은 어때? 어린이 철학 교실

 Aimer, c'est quoi ?

사랑이란 사랑이란 
뭘까?뭘까?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통해 철학적인 대화의 
장을 열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우리는 이것저것 
좋아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지. 그런데 '
좋아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는 무언가를 
감각적인 이유로 좋아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마음이 끌려 좋아하기도 하잖아?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타인과 혹은 주변 모든 사물과 
맺는 관계를 인식하도록 돕는 책으로,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다양한 형태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아셰트 앙팡 | 9782017089780 | 2020 
32쪽 | 16,5x22 cm | 6.95 €

 Bambi, une vie dans les bois

숲 속의 밤비숲 속의 밤비
봄이 되자, 서투른 아기 사슴은 숲 속으로 철 
걸음을 뗀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위험하기도 
한 곳. 과연 아기 사슴 밤비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숲의 왕자가 될 수 있을까? 아기 사슴에 
관한 가장 유명한 명작 동화 <밤비>를 독특하게 
재해석한 책.

고티에-랑그로 | 9782017124306 | 2020 
48쪽 | 21,5x32 cm | 15.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필리프 잘베르
펠릭스 잘텐

삶, 자연, 계절의 변화에 
관한 축시.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안 라란느
티에리 마네스

다양한 질문을 통해 아이 
스스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철학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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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셰트 줘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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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 사건 시리즈 도난 사건 시리즈  함께 떠나요 함께 떠나요

 Disparition à Londres

런던 도난 사건런던 도난 사건
영국 왕관의 보석을 도난당했어! 스코트랜드의 
야드가 네게 수사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어. 
이건 정말로 비밀스러운 수사야. 도시를 
돌아다니며 증거를 찾고 정보원들을 만나고, 
셜록 홈스를 만나서 조언도 들어야 해. 실수는 
절대 안 돼.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서 네가 
탐정으로서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줘야 해. 
준비됐니? 커다란 런던 지도를 보며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책으로, 150가지 
수수께끼가 담겨있다.
RIGHTS SOLD
중국어 간자체로 출판됨
FIND OUT MORE
> 12800부 판매됨 (프랑스)

되 코크 도르 | 9782017060734 | 2018 
128쪽 | 17,5x20,5 cm | 13.95 €

 En chemin avec Arcimboldo

아르침볼도와 아르침볼도와 
함께 떠나요함께 떠나요
과일, 채소, 꽃, 동물로 그린 초상화. 
아르침볼도의 독특한 작품은 누구나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친숙한 요소들을 전혀 다른 물체로 
변신시키는 지성적이고 풍부한 아르침볼도의 
세계관은 몇 가지 물건만 가지고도 세상을 
만들어낼 줄 아는 어린이들의 방식과 꼭 닮았다. 
전문가나 부모들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어렵지 않은 화가 아르침볼도의 작품은, 
다가가기 쉬우면서도 생각할 여지를 남겨준다.

아잔 | 9782754111614 | 2020 
32쪽 | 24x26 cm | 14.95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디디에 바로
크리스티앙 드밀리

유명 미술 작품을 통해 
예술가들에 관해 배워보는 
모노그라피.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쾌활한 요정들
카롤린 아이로
솔렌과 토마스

증거를 모아 수수께끼를 
풀고 도시 지도를 
연구해가며 진실을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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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패션쇼 나만의 패션쇼

 Fan de Basket

농구가 좋아농구가 좋아
농구의 기원, 규칙, 주요 경기들, 전설적인 
팀들과 스타 선수들에 관해 실려 있는, 총 48
페이지의 농구 안내서. 놀라운 기록, 기억할 
만한 숫자, 선수들의 엉뚱한 행동 등 흥미로운 
기록들을 알 수 있으며, 농구에 관해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 즐겁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게임과 
퀴즈가 포함되어 있다.

되 코크 도르 | 9782017866725 | 2020 
48쪽 | 19x24,5 cm | 7.90 €

 Fashion Girls : Mes tenues Kawaii

나만의 패션쇼나만의 패션쇼
귀여운 옷들
만화 속 주인공 같은 귀여운 패션 스타일을 
스스로 상상하고 만들어 봐. 예쁜 그림으로 
그려진 스티커, 스텐실, 패턴지, 컬러링 페이지…. 
필요한 건 모두 들어 있어!

되 코크 도르 | 9782016281543 | 2020 
48쪽 | 16,5x23,5 cm | 10.95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마리 로즈 부아송

총 여덟 권으로 이루어진 
시리즈를 통해 너만의 
패션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가 되어봐!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가에탕 드라폴리
코코 줄

호기심 넘치는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에 관한 일반 
교양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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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faut aider le Petit Chaperon rouge !

빨간 망토 빨간 망토 
소녀를 구해야 소녀를 구해야 
해!해!
작은 반항아 에마는 빨간 망토 소녀와 할머니가 
나쁜 늑대에게 잡아먹힌다는 동화 속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얍! 
에마는 빨간 망토 소녀를 구하려 직접 책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 과연 에마는 이야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명작 동화를 독특한 방식으로 
다시 탄생시킨 책으로, 페이지마다 작은 게임을 
제공한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한국어, 터키어
FIND OUT MORE
> 6800부 판매됨 (프랑스)

고티에-랑그로 | 9782017073468 | 2019 
32쪽 | 19x19 cm | 6.99 €

 Il faut dormir maintenant !

잘 시간이야!잘 시간이야!
아이는 자기 싫어서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를 
언제까지나 계속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빠는 
프레네공드 공주 이야기를 얼른 끝내고 싶은데, 
딸은 계속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죠. 아이에게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인걸요. 평범한 공주 
이야기였던 동화책은, 어느새 기상천외한 모험 
이야기가 된답니다. 활기 넘치는 그림과 함께 
펼쳐지는 환상적인 이야기는 부모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거예요.

고티에-랑그로 | 9782017086932 | 2020 
32쪽 | 23x26,5 cm | 12.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레니아 마조르
엘로이즈 솔트

"둘은 아이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동화 끝! 잘자!" 하지만 
아이는 아직 자고 싶지 
않아요. 아빠,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어요?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알렉상드르 자르댕
에르베 르 고프

우리의 작은 영웅은 
좋아하는 동화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를 
바꾸려고 해. 용기를 내면 
무엇이든 가능하단다!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아셰트 줘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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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me concentre

집중할 수 집중할 수 
있어요있어요
가스통의 털 색깔은 감정에 따라 변하는데, 
각각의 색상은 서로 다른 감정을 나타내죠. 
오늘 가스통은 좀처럼 집중을 못 하고 있어요. 
자꾸 딴생각을 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이나 음악 시간에 연주되는 멜로디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답니다. 결국 가스통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음악 시간에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가스통과 함께 시각화 훈련과 호흡 훈련을 통해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프랑스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시리즈로, 총 
열 여덟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RIGHTS SOLD
21개 언어로 출판됨
FIND OUT MORE
> 13250부 판매됨 (프랑스)

아셰트 앙팡 | 9782017092780 | 2020 
32쪽 | 16x16 cm | 6.00 €

 Je t'aime tant

너를 너무 너를 너무 
사랑해사랑해
네가 만일 아기 고양이였다면, 너를 안아줬을 
거야. 코를 부비고, 발로 귀를 긁어줄 거야. 너무나 
귀여운 너를 많이 사랑할 거야. 네가 만일 아기 
얼룩말이었다면, 우리는 나란히 서서 산책을 할 
거야. 너는 한 발씩 사뿐사뿐 걸을 테고, 나는 
그런 민첩한 모습의 너를 너무나 사랑할 테지. 
하지만 아가, 나의 아가야. 나는 너에게 책을 
읽어줄 거야. 네가 귀엽고, 민첩하고, 재능있고, 
호기심 넘치고, 약하고, 미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즐겁고, 조심스러운, 그 어떤 모습이든 매 순간 
너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걸 말해 주려고, 오늘 
밤 이 책을 읽어줄 거란다.

되 코크 도르 | 9782017863380 | 2020 
24쪽 | 16,5x19 cm | 4.5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카롤린 펠리시에
비르지니 알라지디

티에리 마네스

엄마와 아이의 사랑에 관한 
시적이고 다정한 이야기.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오렐리 시앵 쇼 신

어린이 정신집중 전문가가 
만든 시리즈로, 아이들이 
감정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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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복슬이 고양이 복슬이

 La Belle Aventure

아름다운 모험아름다운 모험
어린 소년과 할아버지가 놀라운 여행을 떠납니다. 
두 사람은 매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걸으며 
모험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다녀요. 목도리, 
양말... 모험에 필요한 물건을 찾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까지 도착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하는 여정과 둘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

고티에-랑그로 | 9782017087205 | 2020 
40쪽 | 28x25 cm | 14.00 €

 Le chat Pelote (Tome 1) : Adopte-moi !

고양이 복슬이 고양이 복슬이 
(제1권)(제1권)
저를 입양해주세요!
뒤부 가족의 고양이 복슬이는 매일같이 이 
집 아이들의 놀잇감이 되곤 해요. 클라라의 
생일날, 복슬이는 심술궂은 여자아이들 무리의 
희생양이 되기 직전이에요. 아이들은 복슬이를 
변장시키고, 털을 꾸미고, 화장까지 시키려 해요. 
도망가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새로운 가족이 
복슬이를 입양해준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복슬이가 불쌍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어서 
도와주세요!

고티에-랑그로 | 9782501133142 | 2019 
64쪽 | 16,5x22,5 cm | 9.95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크리스틴 베젤
피에르 푸이예

고양이 복슬이가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어요. 
복슬이를 입양해 주세요. 
서둘러요!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제랄드 게를레

소년과 할아버지를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해 
준 건 바로 사랑이예요.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아셰트 줘네스

  3  4  5  6  7  8  9  10  11  12   

 Le fil

줄줄
영차! 줄을 당겨야 해! 저쪽 끝에 작은 보물이 
매달려 있거든. 아주머니 한 분, 고양이, 돼지, 곰, 
거인 한 명에 작은 병아리 한 마리까지 매달려서 
힘을 모아 엄청난 줄을 당기기 시작했어. 줄 
끝에는 뭐가 있을까? 정말 알고 싶니? 예로부터, 
비죽 튀어나와 있는 줄이 있으면 절대로 당기지 
말라고들 했는데....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

고티에-랑그로 | 9782017087113 | 2020 
32쪽 | 20x23 cm | 10.50 €

 Les émotions de Gaston  
- Mon Cahier d'activités

가스통의 감정: 가스통의 감정: 
나의 작은 나의 작은 
활동책활동책
어린이 정신집중 전문가인 저자의 전문성이 
담긴, 감정을 테마로 한 컬러링북이에요. 
가스통의 털 색깔은 감정에 따라 변하는데, 
각각의 색상은 서로 다른 감정을 나타내죠. 게임, 
컬러링, 스티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알고 이해하고 다스리고, 감정을 
길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컬러링북으로, 간단한 
동작만으로 마법처럼 작동하는 정신집중 
훈련법도 소개되어 있어요.
RIGHTS SOLD
21개 언어로 출판됨
FIND OUT MORE
> 16200부 판매됨 (프랑스)

아셰트 앙팡 | 9782017092797 | 2020 
52쪽 | 21x28 cm | 7.95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오렐리 시앵 쇼 신

어린이 정신집중 전문가가 
만든 시리즈로, 아이들이 
감정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준다.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필리프 잘베르

흥미로운 결말과 매력적인 
일러스트가 시각을 즐겁게 
해주는 동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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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tin et les écrans

마르탱은 마르탱은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을 
좋아해좋아해
마르탱은 전자기기를 아주 좋아해요. 엄마의 
스마트폰을 눌러보면서 몇 시간이고 보낼 수 
있고, 컴퓨터로 동영상을 보거나 태블릿으로 
만화를 봐요. 하지만 부모님은 마르탱이 
스마트폰을 보는 걸 싫어하는 걸까요? 부모님도 
매일 전자기기 화면을 들여다보잖아요!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 환경 보호 등 지금 
우리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주제를 다루는 3~6
세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시리즈.

아셰트 앙팡 | 9782017057222 | 2020 
32쪽 | 19x19 cm | 6.99 €

 Mon imagier de la nature

나만의  나만의  
자연 그림책자연 그림책
다채로운 색상과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그림을 
통해 산, 정원, 바다, 계절, 밤, 숲 등 유아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그림책. 섬세한 
디테일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이 책에는 유아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페이지마다 20개 이상의 
단어가 실려 있다. 동물, 집, 학교, 색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시리즈.
RIGHTS SOLD
4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네덜란드어, 루마니아어, 우크라이나어

되 코크 도르 | 9782016276945 | 2018 
14쪽 | 22,5x30 cm | 8.95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그웨

다양한 디테일을 통해 
자연을 접하고 어휘를 배울 
수 있는 그림책.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틸 더 캣
카린 힌더

마르탱은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하고 질문이 끊이지 
않는 4살 어린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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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ù sont mes taches ?

내 점이  내 점이  
어디로 갔지?어디로 갔지?
오늘 아침, 잠에서 깬 레미는 놀라고 말았어요. 
레미 몸에 있던 점들이 사라졌거든요! 레미는 
대체 누가 점을 훔쳐 갔는지 알아보려고 
동물들을 찾아갔어요. 소, 달마시안, 공작, 판다, 
기린, 얼룩말... 하지만 레미에게 해답을 준 
사람은 다름아닌 엄마였답니다. 목욕을 하면 
레미 몸이 원래의 색깔로 돌아 오고 점도 다시 
생길 거래요. 아이들이 씻는 일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림책.

고티에-랑그로 | 9782017087137 | 2020 
32쪽 | 25x19 cm | 10.90 €

 Protéger la planète

지구를 지켜라지구를 지켜라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 인간이 다른 
행성에 살 수 있을까? 숲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태학이란 무엇일까? 환경 
오염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읽기 
쉬운 질문-답변 형태의 구성으로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책으로, 책의 
말미에는 그동안 배운 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게임과 용어집이 포함되어 있다. <왜일까?> 
시리즈는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RIGHTS SOLD
러시아어로 출판됨

되 코크 도르 | 9782017866534 | 2020 
48쪽 | 19,5x20,4 cm | 7.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마틸드 파리
에스텔 차차
모 리나르

어린이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묻고 답할  
수 있도록 마련된 60개 
이상의 질문집.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아쟁

사랑스러운 돼지와 함께 
예쁘고 재미있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그림책.


	2021 서울국제도서전
	아셰트 줘네스, 프랑스 타이틀의 선택
	세상에서 가장 쉬운 100가지 놀이
	아빠와 함께 읽는 다섯 가지 이야기
	사랑이란 뭘까?
	숲 속의 밤비
	런던 도난 사건
	아르침볼도와 함께 떠나요
	농구가 좋아
	나만의 패션쇼
	빨간 망토 소녀를 구해야 해!
	잘 시간이야!
	집중할 수 있어요
	너를 너무 사랑해
	아름다운 모험
	고양이 복슬이 (제1권)
	줄
	가스통의 감정: 나의 작은 활동책
	마르탱은 스마트폰을 좋아해
	나만의 자연 그림책
	내 점이 어디로 갔지?
	지구를 지켜라

	CONTACT : info@bief.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