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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멜로디

> 니코와 위스티티의
숲속 탐험

> 포멜로, 상상하다.

> 우리의 친구
> 너무 다른 친구들

> 엘렉트리코 28

> 니코와 위스티티의
하늘 탐험

> 폭풍우도 구름도 없이
> 멍멍이 톡톡의 전투

> 비내리는 고양이섬

> 안녕, 나는 런던에
사는 찰리야.

> 니코와 위스티티의
해저 탐험

> 안녕, 나는 뉴욕에
사는 릴리야.

> 호기심 많은
어린이를 위한
영어 단어 도감

6 > 15

> 안녕, 나는 아일랜드에
사는 몰리야.
> 찰리와 캐나다 눈 폭풍
> 찰리와 아일랜드
전통 축제
> 큰 곰의 여행
> 고양이와 쥐를 따라
영어를 배워봐요:
감정과 기분
> 고양이와 쥐를 따라
영어를 배워봐요:
학교에 가요
> 안녕, 나는 파리에
사는 마리야
> 용 구조대: 공주님
구출 작전
> 나의 사랑 엑토르
> 로마의 미스터리
> 마야에서의 미스터리
> 나일강의 미스터리

> 멍멍이 톡톡의
트램펄린 놀이

발리베른

카스테르망

34 > 40

 르고-르
다
롬바르
41 > 42

> 빨간 망토를 찾아서
> 세상에서 가장 예쁜 똥
> 마법의 마을 마브릭
> 나만의 작은 낙원

24 > 33

> 하나, 둘, 셋,
학교 가자!

> 해저 2만리

> 채소가 자라서

> 형태들은 어떻게 놀까?

> 내가 사랑하는 아이

> 카멜라이언

> 신나는 신화

> 무한한 우주에서

> 어른이 되고 싶어요

> 밤비

> 행복이란 뭘까?

> 이야기 교실

> 너의 눈으로
보는 세상

> 이야기를 끝내야 해

> 질투심아 사라져라!

> 그림 상자

> 잠 들지 않는 집

> 시간이 흐르면

> 봄의 탄생

> 코알라의 철학

> 킹콩

> 뼈다귀 마법사

> 방귀쟁이 공주

> 바닐라의 노래

> 보물섬

> 구두쇠 왕

> 춤 추는 곰 사샤

> 책 속의 연인들

> 에펠탑, 어디에
쓰는 거야?

> 가족

> 토마토 숲

> 탐냥이들

> 자연은 훌륭해.
따라 해보자!

> 꼬마 여우의 사계절

 뱅 미셸
알
줘네스
16 > 23

> 나의 고양이

> 바론 뮌하우젠의 놀랍
고 신기한 모험

> 투덜이 고양이

> 열 명의 요정보다도

> 상상 속 세계 여행

> 요정 아저씨

> 아기 늑대

> 새

> 물루
> 우리 집에 물건이
가득가득해
> 늑대를 뽑아주세요

디디에 줘네스

43 > 52

> 바르나베 지구를
치료하다
> 토끼의 술래잡기
> 귀염둥이 발루르
> 우린 서로 사랑해
> 달콤한 잠
> 큰 코끼리와 작은
생쥐 (제2권)
> 비발디를 만나보아요
> 침대 및의 요정
> 토끼의 초상화

Jeunesse 어린이·청소년

2021 서울국제도서전 8 개 주제별 카탈로그

> 수레 끄는 곰

> 신비한 동물 이야기

> 언덕 위의 학교 (제1권)

> 아침의 소리

> 닭을 키우는 일

> 베니스 미스터리

> 저녁의 소리

> 도시는 너무 시끄러워

> 등대 지기 폼퐁

>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 네가 바로 마음의
정원사야

> 엄지공주

> 숲 속의 특별한 곤충들

> 누가 누가
이를 닦았을까?

> 무당벌레는
어떻게 자랄까

> 파리의 태양

> 박테리아의 작은 세상

> 곰 할아버지의
새로운 봄

> 생활 속의 경제

> 어느 아름다운 하루

> 초록색 지구

> 할 말이 많은 패션
> 늑대가 하고 싶은 것은

리코셰 출판사

53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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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빼미
이야기

> 빅토르 삼손의
놀라운 여행
> 마농의 공 (제7권)
> 마법 학교 (제1권)
> 악어 블루스 밴드

63 > 72

> 여름 모자
> 샬록
> 샬록
> 정원의 곤충들
> 정원의 새들
> 완벽한 수사

> 동물에게 하지
말아야 할 30가지

> 집에만 있어야
한대요

> 꿀벌과 지렁이
> 빌은 여행을 좋아해
> 잘 자요

> 엄마, 아빠,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 개구쟁이야, 엄마란다.
> 아니라고 말하는 법

> 고양이 페페르

> 우주

> 더 부르실 분
없습니까?
> 슬픔의 그릇

> 나도 할래요
> 음악의 거장들

> 보니와 모르티메
(제2권)

> 밤의 세상을
산책해요

> 미운 오리 새끼

73 > 85

> 비스코트
뮐로트의 편지

> 가위, 바위, 보

 라마리옹
플
줘네스

 리마르
갈
줘네스

> 투명 인간이 된 에밀
> 계절 꽃
> 오케스트라를 배워요
> 세계의 명곡들을
연주해봐요
> 숲
> 파자마
삼총사의 전설
> 횡단하는 동물들
> 율란의 도전
> 정글북
> 뤼크레스의
세계 (제5권)

> 눈

> 꿀벌 로즈
> 스포츠
> 자자는
어린이집에
다녀요

델쿠르 그룹

86 > 89

> 프리지엘과
플러피 (제8권)
> 에피파니의
무시무시한 여행
> 행운을 좇는 남자
> 라모의 위대한 모험
> 룰루와 넬슨 (제1권)
> 신화 (제10권)
> 사샤와 톰크루즈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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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셰트 줘네스

캉질

 콜데
에
루아지르

90 > 99

100 > 109

> 세상에서 가장
쉬운 100가지 놀이

> 잘 가, 나의 리노!

110 > 125

> 아빠와 함께 읽는
다섯 가지 이야기

> 아이티에서 온 노래들
> 프랑스에서 온 노래들

> 자정 이후 (제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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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
> 가스통의 감정:
나의 작은 활동책
> 마르탱은
스마트폰을 좋아해
> 나만의 자연 그림책
> 내 점이 어디로 갔지?
> 지구를 지켜라

> 색상들의 블루스
> 캉질, 숫자를 세다
> 호랑이들의 왕 캉질
> 마법의 오렌지 나무
> 녹색 눈 고래
> 순록의 경주
> 거대한 순무
> 시코 왕의 전설
> 안데스의 깃털
> 물고기 여왕
> 마법의 술통
> 나타샤의 마트료시카
> 영웅 도마뱀
> 오소 부코
> 고양이의 선택
>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테야
> 파리의 작은 광장

> 비포칼립스
> 파란 개
> 다그프리드
> 닥터 포포브
> 팔로미노, 천천히!
> 가능성의 시대
> 노래하는 곰
> 우주 그네
> 낮잠 오두막
> 폭풍우가 오고 있어!
> 작은 미니미의
커다란 책
> 삶의 작은 행복
> 나쁜 말 경연대회
> 리제트의 거짓말
> 행운의 다람쥐 조이
> 베이비시터와
리틀 피플
> 북극곰 밀로
> 미란다 초콜릿
> 미션 매머드
> 변덕쟁이 아르튀르

> 소녀의 발을
자르지 말라

> 평범한 주인공

> 리틀 뱀파이어 (제1권)

> 벽

> 피켈리 미무
> 소뵈르와
아들들 (제6권)
> 생쥐 시도니

> 하늘
> 우리 아빠는
슈퍼히어로
> 우리 곁의 곤충들

> 실렉스

> 새들의 날개를
지켜줘

> 티기당케

> 아기 원숭이

> 조약돌은
어디에서 왔을까?

> 달 팝업북

> 밤의 늑대

> 전설의 인어들

> 조금, 많이

 르티니에르
마
줘네스
126 > 134

> 오늘 하루
의사 되어 보기
> 위험한 동물들
> 하얀 세상
> 여기가 우리 집이야!
> 꾸륵 꾸륵!
> 밤의 가스파르
> 차별

> 약속 (제1권)
> 이 넓은 우주에는
우리 뿐일까?

르 뮈스카디에

135 > 138
> 별빛 아래

> 니나의 웃는
얼굴을 되찾은
방법은
> 조금 다른 아이
> 모아비의 수호자
> 학교 공포증
> 도둑 피에르
> 플라스틱의 종말

> 이거 갖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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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이 줘네스

페르 푸에타르

> 단결이란 서로
어우러지는 것

139 > 147

149 > 162

> 가방 속에는

> 천마리의 소

> 코끼리의 모든 것

> 베르틸과 브랭딜

> 문어 티, 잉크로
할 수 있어요

> 혼자라서 좋아

> 화물선

> 공룡의 사랑

> 힘보 험보

> 육식식물

> 부두교

> 골라 보는 이야기

> 하나의 산

> 부두교 컬러링북

> 생물을 그리다

> 무엇이든 뱉어내는 용

> 동물원에 가요

> 동물처럼 해봐요

> 거울 괴물

> 하늘 속으로

> 쥐의 나라

> 메도르의 이중 생활

> 이상한 생물들

> 대단한 수레

> 늑대와 아이

> 나의 보물지도

> 우리 유모는 기린

> 불가능한 꿈의 책

> 말비나

> 우리의 오두막

> 미셸과 에두아르

> 올빼미 외프르

> 미레트

> 보세주르 레지던스

> 우리 아빠는
정어리예요

> 예술 속의 마녀 이야기
> 내가 사랑하는 개

 베르제 데
르
에스페리드 148
> 옥수수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 곰, 곰, 곰
> 페르 푸에타르와
생 니콜라
> 라드공드와 드래곤
> 머릿니 릭의 모험
> 단결이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 단결이란 함께 하는 것

탈랑 오

비고 출판사

167 > 176

177 > 178

> 다른 나라에서

> 스마트폰 없이 즐기는
50가지 놀이

> 백설공주와
77명의 난쟁이들
> 털 슬리퍼를
신은 신데렐라
> 클릭과 클록

> 자르고 붙이고
그리자
> 어린 탐험가를
위한 안내서

> 왕의 아마조네스
> 경계하라!

 드
뤼
레쉬퀴에

> 에스테르와
망드라고르

> 두려움

> 예뻐지고 싶지 않아

163 > 165
> 퍼즐 패밀리

> 연결을 끊어라

>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 축구가 싫어요
> 소녀 권리 선언문

> 재활용으로 만들기

> 소년 권리 선언문

> 물에 뛰어든
여우

> 수영 수업

> 치마 전쟁
> 길 위에 선 사람들

살바토르 166
> 예수

> 여우와 왕관
> 무서운 소녀들
> 동굴의 무스
> 귀족 고양이 피에르
> 마녀가 되는 법

> 소금 몇 알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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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문학 과학·기술·의학 인문사회·에세이 영어덜트

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Electrico 28

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헬로 키즈 (총 5권)

엘렉트리코 28

안녕, 나는 런던에
사는 찰리야.

아마데오는 리스본의 트램 운전사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운전사들과는 달라요. 아마데오가
운전하는 엘렉트리코 28번 트램에는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거든요. 아마데오의 능숙하고
재미있는 운전 솜씨 덕분에 승객들은 서로
사랑에 빠지곤 해요. 흠. 그런데 정작 아마데오
본인은 사랑을 찾지 못했어요. 아마데오도
언젠가 자신만의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비드 칼리
마갈리 르 위슈
사람들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트램 운전사가 있다?

RIGHTS SOLD

8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Knesebeck),
그리스어 (Ikaros), 이탈리아어 (Curci),
포르투갈어 (Penguin RH Portugal),
스페인어 (Flamboyant) 등

9782368361047 | 2017 | 40쪽
23x29 cm | 14.00 €

Hello, I am Charlie from London

스테판 위자르
야닉 로베르
다양한 영어권 나라의
아이들을 만나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리즈로,
오디오 CD가 포함되어
있다.

영국 소년 찰리의 동네로 함께 떠나요!
독창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찰리의 일상을
구경할 거예요. 찰리네 집, 가족, 친구들, 영국식
버스, 빅 벤, 영국 여왕... 매 페이지마다 흥미로운
디테일과 일러스트가 가득해요. 우리의 어린
글로벌 시민들이 언젠가 정말 영국의 런던으로
여행 갈 날을 위해, 기본적인 영어 단어와 표현도
배울 수 있답니다.

RIGHTS SOLD

6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Curci),
한국어 (Beugdongbeul), 베트남어
(Tre Publishing), 중국어 간자체
(Juvenile & Children), 중국어 번자체
(Chase Taiwan)…

FIND OUT MORE

> 15만부가 전세계에 판매됨
9782916947266 | 2018 | 40쪽
22x22 cm | 16.00 €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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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헬로 키즈 (총 5권)

Hello, I am Lily from New York City

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헬로 키즈 (총 5권)

안녕, 나는 뉴욕에
사는 릴리야.

스테판 위자르
밀렌 리고디
다양한 영어권 나라의
아이들을 만나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리즈로,
오디오 CD가 포함되어
있다.

뉴욕 소녀 릴리의 동네로 함께 떠나요!
독창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릴리의 일상을
구경할 거예요. 릴리네 집, 가족, 친구들, 자유의
여신상, 센트럴 파크, 브루클린… 우리의
어린 여행가들이 간단한 영어 표현을 배워서
여행지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책의 끝부분에
일러스트 영어단어집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출발합니다!

RIGHTS SOLD

6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Curci),
한국어 (Beugdongbeul), 베트남어
(Tre Publishing), 중국어 간자체
(Juvenile & Children), 중국어 번자체
(Chase Taiwan)…

FIND OUT MORE

> 15만부가 전세계에 판매됨

Hello, I am Molly from Ireland

안녕, 나는
아일랜드에 사는
몰리야.

메이지 피에스키
야닉 로베르
다양한 영어권 나라의
아이들을 만나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리즈로,
오디오 CD가 포함되어

아일랜드에 사는 여덟 살 소녀 몰리를 만나러
떠나요! 페이지를 넘기면 몰리네 가족, 학교,
친구들, 농장과 말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아일랜드 전통 음악과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
CD와 일러스트 영어단어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감나는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몰리와
함께 떠나볼까요?

FIND OUT MORE

> 15만부가 전세계에 판매됨
9782368362020 | 2020 | 40쪽
22x22 cm | 16.00 €

있다.

9782916947280 | 2019 | 40쪽
22x22 cm | 16.00 €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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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헬로 키즈 리더스 (총 14권)

메이지 피에스키
아날리자 페라리
찰리는 캐나다로 열 네번째
모험을 떠나서 눈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Charlie and the Canadian Snowstorm

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헬로 키즈 리더스 (총 14권)

Charlie and the Irish Party

찰리와 캐나다
눈 폭풍

찰리와 아일랜드
전통 축제

찰리, 제임스, 피에르는 캐나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다. 제임스의 사촌 리사와 함께
캐나다의 산을 즐기고 스키와 스노보드에
재미를 붙인 친구들. 그러나 갑자기 시작된
거대한 눈 폭풍 때문에 별장에 고립되고 만다.
어떻게 하지? 도움을 청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길을 잃거나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 그렇다고
별장 안에만 있다간 식량도 없는 채로 갇혀
있어야 하는데... 어린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들 찰리의 새로운 모험!

찰리, 스텔라, 피에르는 아일랜드로 떠나는
페리선에 오른다. 아이들은 흔들리는 배를
타고 아일랜드에 도착하고, 마중 나온 찰리의
고모를 따라 아일랜드의 푸른 시골 농장으로
간다. 사라 고모는 아이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내일 옆 마을 코크에서 열리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 행진 축제에 데려가기로
한다. 마차와 무용수, 온통 초록색 의상들로
가득한 아일랜드의 가장 큰 축제를 구경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하던 아이들. 게다가 축제 속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생기는데...!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Charlie
and the birthday party, Vicens Vives
in 스페인 and Latin America),
중국어 간자체 (Changsha Culture Media)
9782368362211 | 2020 | 40쪽
16x21 cm | 11.50 €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메이지 피에스키
아날리자 페라리
찰리와 친구들은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축제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Charlie
and the birthday party, Vicens Vives
in 스페인 and Latin America),
중국어 간자체 (Changsha Culture Media)
9782368361931 | 2020 | 40쪽
16x21 cm | 11.50 €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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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Le voyage de Grand Ours

큰 곰의 여행

나딘 브룅-코스므
세바스티앙 플롱
큰 곰과 함께 색의 기원을
찾아서 신나는 모험을

빙산에서 혼자 살던 큰 곰은 심심했어요. 어느
날, 낚시를 하고 있던 큰 곰은 떠내려가는 얼음
위에 다채로운 색상의 작은 물체가 놓인 것을
발견했답니다. 큰 곰은 그런 물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곳에선 모든 것이 하얗거든요.
이렇게 이상한 물건이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얍! 큰 곰은 망설임 없이 얼음 조각 위에 뛰어올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칠해진 물체와
함께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색색의 신기한
동물들과 풍경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대한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9782368362044 | 2020 | 40쪽
23x29 cm | 14.00 €

떠나요!

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고양이와 쥐를 따라 영어를 배
워봐요 (총 10권)

Learn English with Cat & Mouse. Feelings

고양이와 쥐를 따라
영어를 배워봐요:
감정과 기분
서커스의 친구들을 따라서 다양한 감정으로
가득한 여행을 떠나보세요! 피곤하고, 화가 나고,
슬프다는 건 항상 즐거운 일만은 아니죠. 하지만
좋은 친구와 함께라면 괜찮아요. 아이들이
테마별로 영어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리즈로, 오디오 CD 포함.

스테판 위자르
로익 메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극찬을 받은
시리즈.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Curci),
스페인어 (Anaya), 중국어 간자체
(Shanghai 99)

FIND OUT MORE

> 10만부가 전세계에 판매됨
9782368362068 | 2019 | 36쪽
24x24 cm | 14.00 €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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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고양이와 쥐를 따라 영어를 배
워봐요 (총 10권)

Learn English with Cat & Mouse.
Go to School

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우리 동네로 오세요 (총 12권)

안녕, 나는
파리에 사는 마리야

고양이와 쥐를 따라
영어를 배워봐요:
학교에 가요

스테판 위자르
로익 메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극찬을
받은 시리즈.

아이들이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어 학습용
그림책! 네 살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총
세 가지 난이도로 구성되었어요. 책 속의 화려한
삽화와 흥미롭고 재미있는 대화, 음악, 단어와
표현 리스트, 즐거운 게임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고양이와 쥐와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답니다.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Curci),
스페인어 (Anaya), 중국어 간자체
(Shanghai 99)

FIND OUT MORE

> 10만부가 전세계에 판매됨
9782368361665 | 2019 | 40쪽
24x24 cm | 14.00 €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Marie de Paris

파리에 사는 프랑스 소녀 마리네 동네로
놀러오세요! 마리네 집, 가족, 친구들, 학교,
파리의 유명한 유람선 바토 무슈, 몽마르트르
언덕, 뤽상부르 공원… 독창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으로 마리의 세상을 구경할 거예요.

RIGHTS SOLD
이자벨 펠레그리니
카미유 가로쉬
세계의 다양한 어린이들을
만나보며 다른 나라의 집과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시리즈. 현지 분위기에 푹

4개 언어로 출판됨: 한국어 (Beugdongbeul),
베트남어 (Tre Publishing), 중국어 간자체
(Juvenile & Children), 중국어 번자체
(Chase Taiwan)

FIND OUT MORE

> 40만부가 전세계에 판매됨
9782368361498 | 2018 | 40쪽
22x22 cm | 14.00 €

빠질 수 있는 오디오
CD 포함.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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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용 구조대 시리즈 (총 2권)

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Mission Dragon. Princesse en détresse

Mon Vieux Toutou

용 구조대:
공주님 구출
작전
쥘리에트 발레리
아나 아파리시오 카탈라
기존 동화의 클리셰를
헝크러뜨리고 파괴하는
특별한 시리즈!

꿈꾸기 좋아하는 용이 하늘을 날다 성격 나쁜
요정과 부딪혔다면, 분위기는 불 보듯 뻔하죠.
하지만 지금은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력할
때예요. 숲속 어딘가에 있는 공주님을 구출해야
하거든요. 나쁜 기사가 요정 칼륀의 대녀 뤼실을
납치했답니다. 우리의 용 더그는 말도 안 되는
구조 작전을 시작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더그가 기사들을 정말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9782368362181 | 2020 | 40쪽
23x29 cm | 13.50 €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나의 사랑
엑토르

나딘 브룅-코스므
마리옹 피파레티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애정
가득한 동화.

니농과 그녀가 사랑하는 개 엑토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둘은 같이 뛰고 함께
뛰어오르고, 언제나 같이 놀아요. 하지만
어느 날 엑토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자,
니농의 엄마는 엑토르가 너무 나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니농은 엑토르가
걱정되었지만, 오히려 오늘 하루를 엑토르와의
가장 멋지고 가장 신나는 날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작은 소녀와 그녀가 사랑하는 개
엑토르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
9782368361993 | 2020 | 40쪽
23x29 cm | 14.00 €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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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미스터리 시리즈 (총 11권)

루이 알로앵
알랭 쉬르제
7세~11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미스터리 소설 시리즈.

Mystères à Rome

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미스터리 시리즈 (총 11권)

Mystères chez les Mayas

로마의
미스터리

마야에서의
미스터리

6학년 로맹, 아미티스, 자스페르와 반 친구들은
로마에서의 고고학 인턴십에 참가한다. 조금
이상한 지도 교수를 도와 한참 땅을 파던
친구들은 땅 속에서 에트루리아식 무덤을
발견하는데, 석관 위에 새겨진 내용에 의하면
악명 높은 고대 신의 무덤이었다. 이 석관을
열면 커다란 번개로 온 도시를 날려버릴지도
모를 무서운 신이 깨어나는 건 아닐까? 게다가
어느 날 교수는 석관 안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알렉스의 반 친구들은 멕시코의 마야 문명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 카누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아이들 중 일부가 정글에서 길을 잃게 되고,
아이들은 마치 정글이 자신들을 쫓고 있다고
느낀다. 아이들은 밀수업자와 맹수를 피해
도망치고,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뛰어든
깊은 동굴을 통해 처음 보는 마야 도시 속으로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과연 그곳에 사는 마야인들은
아이들을 살려 보내줄 것인가?

9782368362013 | 2020 | 96쪽
13x18 cm | 9.00 €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루이 알로앵
알랭 쉬르제
7세~11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미스터리 소설 시리즈.

9782368362198 | 2020 | 96쪽
13x18 cm | 9.00 €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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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미스터리 시리즈 (총 11권)

Mystères sur le Nil

나일강의
미스터리

루이 알로앵
알랭 쉬르제
7세~11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미스터리 소설 시리즈.

알렉스의 반 친구들은 나일강 크루즈 여행권을
얻었다. 어딘가 해적선같이 생긴 소벡호에
올라탄 아이들은 사찰과 묘지를 방문하며
나일 강을 여행한다. 하지만 위기가 없으면
여행이 아닌 법. 무시무시한 악어 떼, 소벡호로
접근해서 배를 공격하는 해적... 게다가 아이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찰에서 두 명의 관광객을
피습한 강도단까지. 대체 강도단은 무얼 찾고
있는 걸까? 소벡호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9782368362006 | 2020 | 96쪽
13x18 cm | 9.00 €

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니코와 위스티티 시리즈
(총 3권)

Nico & Ouistiti
explorent la forêt

니코와
위스티티의
숲속 탐험
나딘 브룅-코스므
아나 아파리시오 카탈라
숲속에서 펼쳐지는
니코와 위스티티의 두
번째 모험은… 땅속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 모험을 떠나러 니코가 비밀 장소에
도착했을 때 위스티티는 벌써 새로운 기구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시끄러우니 귀를 막으세요!
비밀을 잔뜩 숨기고 있는 숲으로 출발합니다.
저기 바삐 어딘가로 향하는 친구들 무리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엉뚱한 만남과 지하
풍경까지, 니코와 위스티티가 탐험할 새로운
비밀들이랍니다.

RIGHTS SOLD

이탈리아어로 출판됨 (Leo e Galileo, Panini)
9782368361917 | 2020 | 48쪽
24x31 cm | 16.00 €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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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니코와 위스티티 시리즈
(총 3권)

나딘 브룅-코스므
아나 아파리시오 카탈라
접이식 파노라마
페이지로 펼쳐지는
니코와 위스티티의 모험은

Nico & Ouistiti
explorent le ciel

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니코와 위스티티 시리즈
(총 3권)

Nico & Ouistiti
explorent les fonds marins

니코와
위스티티의
하늘 탐험

니코와
위스티티의
해저 탐험

세 번째 모험을 떠나요. 니코가 비밀 장소에
도착하자 위스티티는 두 친구를 하늘과 우주로
데려다줄 커다란 풍선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양 모양 구름, 작은 녹색 인간, 하늘의 공주님과
위기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까지, 달콤한
행성 위의 기묘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니코와
위스티티의 모험은 계속된답니다.

매일 저녁이면 니코는 비밀 장소인 창고로 가서
짝꿍 위스티티를 만나요. 오늘 저녁 두 친구는
공들여 만들어온 잠수함을 완성하고 있어요.
깊은 바닷속을 탐험할 잠수함이죠. 흔들리니까
꽉 잡아요! 지금 당장 깊은 바닷속 여행을 떠날
테니까요. 니코와 위스티티와 함께 하는 신나는
바닷속 모험 속에는 아름다운 만남과 놀라운
일들만 가득하답니다.

9782368361917 | 2020 | 48쪽
24x31 cm | 16.00 €

이번에는 하늘 위에서

나딘 브룅-코스므
아나 아파리시오 카탈라
접이식 파노라마 페이지로
만든 이 책을 펴고 우리의
두 탐험가 친구들 니코와
위스티티를 만나러 오세요.

이어집니다. 물론 놀라운

RIGHTS SOLD

이탈리아어로 출판됨 (Leo e Galileo, Panini)
9782368361979 | 2019 | 48쪽
24x31 cm | 16.00 €

일들이 가득하죠.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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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멜로디 www.abcmelody.com
The Big Book of English Words and
Pictures

호기심 많은
어린이를 위한
영어 단어 도감
안 소피 케이레이
알렉상드르 본푸아
스테판 위자르
두 살부터 배우는 영어
단어. 오디오 Mp3 파일을
제공하는 커다란
판형의 도감.

어린이가 기초 영어 단어를 처음 배울 수 있도록
총 열다섯 가지 주제를 다룬 충실하고 매력적인
도감. 왼쪽 페이지에는 삽화와 함께 단어를
소개하여 총 200개가 넘는 단어를 배울 수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주제별 단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 단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어디 있는지 찾아봐!>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이다.
9782368361702 | 2017 | 40쪽
24x31 cm | 14.00 €

해외 저작권 Laurie Jesson : laurie@abcmelo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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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bi

Dans les yeux de Nawang

밤비

너의 눈으로
보는 세상

밤비는 사냥꾼의 총에 엄마를 잃은 사슴이
홀로서기를 해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성인이 되어 가는 여정에 관한 소설이다. 1923
년 독일에서 발표된 펠릭스 잘텐의 원작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나, 곧 '유럽에서의
유대인 박해에 관한 정치적 알레고리'라는
이유로 나치 권력에 의해 금지서로 지정되어
불태워지기에 이른다.

펠릭스 잘텐
벵자맹 라콩브
벵자맹 라콩브의 그림은
원작 동화 밤비와 디즈니판
밤비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RIGHTS SOLD

5개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Clavis),
독일어 (Jacoby & Stuart), 그리스어 (Kokkini
Klosti), 이탈리아어 (Rizzoli),
스페인어 (Edelvives)
9782226450210 | 2020 | 176쪽
22x30 cm | 29.90 €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장 프랑수아 샤바스
클로틸드 페랭
티베트 산 속에서 벌어지는

수년 전, 아주 먼 곳의 한 나라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다. 쌍둥이는 외모는 똑같았지만,
성격은 서로 달랐다. 그러던 어느 날, 겁 많고
조용한 나왕은 유쾌하고 대담한 라리에게 눈을
빌려달라며, 다른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싶다고
청한다. 그렇게 긴 배움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4세 이상 추천
9782226403537 | 2019 | 48쪽
16x33 cm | 19.00 €

현대적이고도 시대를
초월하는 이야기.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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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4 temps

베르나데트 제르베
<네 가지 단계>는 아이들이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책이다.

King Kong

시간이 흐르면

킹콩

사진작가의 눈과 풍부한 유머를 갖춘 작가
베르나데트 제르베는 고양이의 걷는 모습으로
'행동'을 표현하고, 닭 옆에 놓인 알로 '변화'
라는 개념을 표현했다. 시간의 흐름에 관한 네
가지 연속 단계를 서로 다른 상자 안에 그려서,
아이들이 시간의 흐름과 시간이 흘러서 변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책이다.
3세 이상 추천.

전설적인 자이언트 고릴라 캐릭터 '킹콩'은 1993
년 시나리오 작가 머리안 C. 쿠퍼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킹콩>의
독창적인 재해석으로, 내레이터의 관점과
킹콩의 관점을 오가며 명작을 재구성하여
킹콩의 마음속을 느껴볼 수 있도록 독자를
초대한다.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린 킹콩이
느꼈던 외로움과 감정을 이해했던, 아름답지만
돈 한 푼 없었던 여배우 앤과 킹콩 사이의 교류를
집중적으로 그려낸 책. 5세 이상 추천.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Gerstenbeg),
네덜란드어 (Standaard),
이탈리아어 (L'ippocampo)
트라페즈 | 9782226447159 | 2020
64쪽 | 20x26 cm | 18.00 €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프레드 베르나르
프랑수아 로카
1930년대 뉴욕의 풍경과

9782226451538 | 2020 | 48쪽
28x28 cm | 18.00 €

영화 킹콩의 생생한 힘을
아름답게 그려낸 일러스트.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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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뱅 미셸 줘네스 www.albin-michel.fr/jeunesse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에티엔 프리스
대담하게 재탄생된
명작 속 해적들!

알뱅 미셸 줘네스 www.albin-michel.fr/jeunesse

L'Île au trésor

La Danse de l'ours

보물섬

춤 추는
곰 사샤

에티엔 프리스만의 독특한 미술적 접근법은
명작 모험 동화 보물섬의 일반적인 이미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원작의 세계를
동물의 세계로 옮겨놓아 저연령 독자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며,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성찰할 수 있는 작품이다. 뛰어난 이야기꾼의
손에서 탄생한 이 전설적인 작품은 반전을
거듭하는 모험 이야기이자 성인이 되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9세 이상 추천.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Edelvives)
9782226453501 | 2020 | 168쪽
22x30 cm | 23.90 €

수잔 보쟈
아나이스 브뤼네
자기다운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우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꿀을 좋아하는 곰 사샤는 꿀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마음껏 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해. 대체 어떻게 하냐고? 사샤는 꿀벌들이 꽃들
주변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꿀벌들과
함께 춤을 추면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춤을 배우기 시작한 곰은 몇 가지 동작을
배울 수 있긴 했지만, 정작 꿀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건 사샤의 숨겨졌던 특별한 재능
때문이었는데… 4세 이상 추천.
978226451217 | 2020 | 32쪽
19x27,2 cm | 13.50 €

시적인 동화.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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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Forêt des tomates

La nature est géniale, imitons-la !

토마토 숲

와타나베 에츠코
성인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처음으로 혼자 기차를 타고 할머니를 만나러
가게 된 아멜리는 신이 난 한편 불안하기도
했다. 결국 기차가 토마토 숲에 정차했을 때 길을
잃어버리게 된 아멜리. 다행히도 라벵 할머니가
나타나 절망에 빠져 있던 아멜리를 구출해 날개
속에 품어 준다. 아멜리가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기차에 오를 수 있을 때까지 토마토 숲에서는
신기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유쾌하고
생동감 있는 삽화로 더욱 환상적으로 탄생한 이
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빨간 망토 소녀
>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할, 성인이 되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다. 3세 이상 추천.
9782226450623 | 2020 | 56쪽
21.2x27.2 cm | 15.00 €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자연은 훌륭해.
따라 해보자!

필립 고다르
생체모방공학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아득한 옛날부터 인간은 자연을 모방해 왔다.
형태와 재질을 모방했으며,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방하기도 했다.
저자 필리프 고다르는 서른 가지가 남는
예시를 들어가며 단순하고도 구체적으로
생체모방공학에 대해 설명한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의 전략을 모방하는
학문인 생체모방공학의 장점과 가능성, 놀라운
적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과학, 철학,
자연을 아우르는 미래를 향한 매혹적인 도전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8세 이상 추천.
9782226449702 | 2020 | 160쪽
14,5x21,5 cm | 10.00 €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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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chat

세브린 아수
반려동물을 갖고 싶었던
소녀의 이야기는 많은
어린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Mon gros chat

나의 고양이

투덜이 고양이

어린 소녀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사실은
두 가지인데, 고양이를 키우는 것과 그
고양이 이름은 '막스'라고 붙여주는 것이다.
간단해보이지만 커다란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소녀의 부모님이 완강하게 반대한다는
것! 그러다 길에서 다친 새를 발견한 소녀는
망설이지 않고 새에게 막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새를 숨겨 두고 보살핀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새들은 전부 둥지를 떠나 날아가게
마련인데... 4세 이상 추천.

소녀의 커다란 고양이는 항상 투덜대요.
페이지를 넘기면, 우리의 짜증 많은 고양이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고집쟁이 고양이가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할지 궁금해하며 흥미진진하게 책장을
넘길 거예요. 과연 이 고양이는 좋아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긴 한 걸까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알 수 있답니다! 3세 이상 추천.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Periplo Ediciones)
9782226449122 | 2020 | 40쪽
19x27 cm | 12.90 €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폴린 마르탱
한 소녀와 고양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재미있고
다정한 이야기.

FIND OUT MORE

> 폴린 마르탱은 프랑스에서만 50만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21개 언어로 번역 출간된
<Archibald> 시리즈의 일러스트레이터이다.
9782226450432 | 2020 | 32쪽
24x24 cm | 11.50 €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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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tour du monde imaginaire

Petit-Loup

상상 속
세계 여행

뤼시 브뤼넬리에르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해줄
여행에 초대합니다!

베릴과 함께 상상 속의 세계 여행을 떠나요.
지루할 틈이 없는 소녀 베릴이 휘황찬란한
도시부터 불가사의한 숲속까지, 다양한 지역들을
마음껏 탐험하며 숨을 멎게 할 환상의 여행으로
우리를 데려간답니다. 지도의 아름다움에
영감을 받은 저자 뤼시 브뤼넬리에르는 다양한
비례와 시점을 이용해 현실과 상상을 오가는
독특한 세계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4세 이상
추천.
9782226446510 | 2020 | 32쪽
27,5x33,5 cm | 16.90 €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아기 늑대

프란체스코 피토
쥘리아 와니예
흐르는 시간에 저항하는
우정의 힘에 관한 섬세하고
솔직한 이야기.

옛날 옛적, 동물들이 서로 같은 언어를 쓰고
함께 조화롭게 살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 동물들의 세상은 아주 질서정연했고,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으려면 먼저 사과를
해야 했었죠. 아기 늑대와 다람쥐 크록은
가장 친한 친구였고, 아기 늑대는 크록은 물론
다른 다람쥐들도 절대로 잡아먹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어요. 하지만 아기 늑대가 많이 커지자
아버지는 늑대에게 같이 사냥을 하러 가자고
했어요. 사냥 중에 어릴 적 친구를 만난 늑대.
과연 늑대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친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5세 이상 추천.
트라페즈 | 9782226437082 | 2020
48쪽 | 19x27 cm | 14.90 €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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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elo imagine

포멜로

라모나 바데스쿠
벵자맹 쇼
한층 성장한 세계관과 함께
열 다섯 번째 책으로
돌아온 포멜로!

알뱅 미셸 줘네스 www.albin-michel.fr/jeunesse
Sans orage ni nuage

포멜로,
상상하다.

폭풍우도
구름도 없이

기다란 코를 가진 장미 정원의 코끼리 포멜로는
바다를 바라보며 상상하고 꿈꾸길 좋아해요.
포멜로는 다른 사람이 되는 상상을 하고, 다른
시대였다면 자기 삶이 완전히 달랐으리라는
걸 상상해봐요. 하지만 포멜로는 꽃이 없는
세상이나 포멜로 자신이 없는 세상만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답니다. 세상 모든 아이처럼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놀기를
좋아하는 포멜로의 이야기. 4세 이상 추천.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어느 날, 폴린과 루이의 집 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간 폴린과 루이는 친구들이
비밀을 알아챌까 봐 친구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죠. 집 안은 어느새 식물로 뒤덮였고,
결국 친구들은 이 신기한 장면을 보고 놀라게
된답니다. 하지만 멋진 놀이터가 된 집 안에서
아이들은 함께 놀았고, 폴린과 루이는 드디어
미소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비가
그쳤답니다. 5세 이상 추천.

타인에게 나의 개성을

RIGHTS SOLD

9782226450678 | 2020 | 48쪽
23x31 cm | 14.50 €

엘레노르 두스피스

드러내는 일에 관한 책.

2개 언어로 출판됨: 영어 (Groundwood Books),
이탈리아어 (EDT)
9782226445964 | 2020 | 32쪽
20x27 cm | 13.50 €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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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이 톡톡

에두아르 망소
어린이를 위한
즐거운 시리즈

Toutou Toc-Toc. La Gueguerre

알뱅 미셸 줘네스 www.albin-michel.fr/jeunesse
멍멍이 톡톡

Toutou Toc-Toc. Le Trampoline

멍멍이
톡톡의 전투

멍멍이 톡톡의
트램펄린 놀이

멍멍이 톡톡은 꿈꾸기 좋아하지만 하는 것마다
전부 실패하곤 하는 살짝 어설픈 강아지야.
하지만 언제나 웃고 있지! 친구 핌핀과 누앵위와
함께 하는 톡톡의 황당한 모험 이야기에
어린이들은 웃음을 멈출 수 없을 거야. 잘 시간이
되었지만 무자비한 톡톡은 누앵위를 괴롭히려고
해. 결국 싸움이 나고 말았어! 3세 이상 추천.

멍멍이 톡톡은 꿈꾸기 좋아하지만 하는 것마다
전부 실패하곤 하는 살짝 어설픈 강아지야.
하지만 언제나 웃고 있지! 친구 핌핀과 누앵위와
함께 하는 톡톡의 황당한 모험 이야기에
어린이들은 웃음을 멈출 수 없을 거야. 이번
이야기에서 멍멍이 톡톡은 누앵위와 함께
트램펄린 위를 뛰어놀고 있어. 그런데 점점
높이 뛰어 오르던 톡톡은 결국 하늘로 사라지고
말았어! 톡톡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3세 이상
추천.

9782226454447 | 2020 | 32쪽
16x24,5 cm | 8.90 €

에두아르 망소
어린이를 위한
즐거운 시리즈

9782226454430 | 2020 | 32쪽
16x24,5 cm | 8.90 €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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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베른 www.balivernes.com
유아를 위한 고전

발리베른 www.balivernes.com
20 000 lieues sous les mers

A quoi jouent les formes ?

해저 2만리

쥘 베른 원작
피에르 크룩스 각색
마르조리 베알
네모 선장과 그의 유명한
잠수함을 만나볼래?

바다 괴물이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어! 아로낙스
교수는 바다 괴물을 잡으러 출발했지. 앗!
저기 괴물이야! 하지만 사실 그건 네모 선장의
잠수함이었어. 그렇게 아로낙스와 친구들은
잠수함을 찾으러 해저로 가서 거대 오징어를
마주쳤어. 거대 오징어를 피해 무사히 탈출하긴
했는데... 과연 네모 선장은 어디로 간 걸까?
쥘 베른의 유명한 소설을 각색해 아주 짧은
문장들로 책의 여정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유아의
눈높이 맞추어 구성한 책. (총 6권으로 이루어진
유아용 고전 시리즈)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World)
9782350671628 | 2018 | 20쪽
17x17 cm | 9.00 €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형태들은
어떻게 놀까?
아이는 책 속 직사각형의 하루를 따라다니며
직사각형에 새로운 친구를 찾아 주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형태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짧고
간결하고 귀여운 이야기.

코랄리 소도
니콜라 구니

9782350671123 | 2015 | 20쪽
17x17 cm | 9.00 €

직사각형이 지루해하고
있어. 함께 놀 수 있도록
친구를 그려주자.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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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élion

Dans l'espace infini

카멜라이언

니콜 스닛셀라
코랄리 소도
꼬마 사자는 자꾸만 색깔이
변하는 갈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들과 다르다는
건 때로는 참 힘든 일이죠.

꼬마 사자는 아빠처럼 부푼 갈기를 가지고
있지만, 갈기 색깔이 자꾸 변해서 놀림을 받곤
했어요. 하마는 꼬마 사자를 놀려대고, 악어는
꼬마 사자를 보고 놀라고, 앵무새를 꼬마 사자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번은 아빠 사자를
따라서 사냥을 하러 갔지만, 얼룩말조차도 꼬마
사자를 보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남들과
다르다는 건 힘든 일이죠...하지만 꼬마 사자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동물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꼬마 사자에게 '
카멜라이언'이라는 귀여운 별명도 지어
주었답니다.

RIGHTS SOLD

중국어로 출판됨 (간자체)

무한한
우주에서

로리 코헨
마르조리 베알
지구에서 우주까지, 시적인
산책을 떠나자.

사실 우주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우리 머리
위 겨우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위성이 빙빙 돌고
있지. 하지만 우주는 무한히 뻗어 나가기도 해.
우리의 밤을 지켜주는 달과 태양계와 행성들의
우두머리인 태양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지만,
그 너머에는 은하수, 블랙홀, 거대한 폭발 속에
죽거나 살아남으며 저 먼 곳의 갤럭시까지
펼쳐진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며 우주의
아름다움과 거대한 위엄을 만들어 낸단다.
9782350671260 | 2016 | 48쪽
21,7x31 cm | 14.00 €

9782350671239 | 2016 | 20쪽
17x17 cm | 9.00 €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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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 c'est quoi le bonheur ?

에마 로베르
로맹 뤼비에르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Jusqu'à la dernière dernière page

행복이란
뭘까?

이야기를
끝내야 해

꼬마 토끼는 주위에 있는 다양한 생명체들에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라고 물어보고 다녔어.
꽃에게 행복이란 꽃잎을 부드럽게 비추면서
따뜻하게 해주는 햇볕을 느끼는 거라고 했어.
커다란 참나무는 자신이 아름답고 위엄 있다는
느낌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대답했고, 새는
행복이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 곰은 꿀을
마음껏 먹는 것이라고 대답했어. 수많은 동물과
이야기해본 뒤에 꼬마 토끼는 한 아이를 만나고,
행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지.

옛날 옛적에 아주 부지런했지만 매일 집에서
글만 쓰고 먹을 것을 사러 갈 때만 집 밖에 나오던
젊은 작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슈퍼마켓에 갔을
때 한 장난꾸러기 요정이 그에게 끔찍한 마법을
걸었죠. 앞으로 이야기를 쓸 때마다 마지막
페이지를 잃게 되는 마법이었어요. 그 후로
작가가 글을 쓰면 마지막 페이지가 창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강아지가 종이를 먹어버리기도
하고, 실수로 먼 곳으로 보내지기도 했답니다.
작가는 집 밖으로 나오게 될까요?

RIGHTS SOLD

덴마크어로 출판됨

로라 페라시올리
알리스 코피니
삶은 다양한 만남과
발견으로 가득 해. 그러니
어서 집 밖으로 나오렴!

9782350671833 | 2019 | 32쪽
24,5x28,4 cm | 14.00 €

9782350671871 | 2020 | 32쪽
24,5x28,4 cm | 14.00 €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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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boîte à images : Les Toupouris (vol. 1)

투푸리 시리즈

La naissance du printemps

그림 상자

봄의 탄생

투푸리 (제1권)

미카엘 에스코피에
알렉상드르 부르디에
야생은 우리가 상상하던
곳이 아니랍니다.

어느 날, 독특한 언어를 가진 전설의 생명체인
투푸리들의 마을에 한 탐험가가 도착했어요.
탐험가를 맞이해준 투푸리 족장의 집에서
빛나는 보석을 본 탐험가는 보석을 갖고 싶어
했죠. 투푸리 족장은 보석을 잔뜩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어요. 거대한 새 '그랑 크라도'
가 둥지를 틀고 있는 웅대한 바위산 꼭대기였죠.
족장은 전리품을 획득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족장의 말을 듣고 바위산으로 간
탐험가는 고된 시련을 겪게 되는데...

록산느 마리 갈리에즈
에릭 퓌바레
신화와 사랑의 이야기.

역사는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어.
엘프, 고블린, 신들과 타이탄, 사티르 등 온통
신성만이 존재하던 시간이었지. 각각의
존재들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특히 요정 오레이티아는 춤과 몸짓을 통해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어. 거칠고
통제할 수 없는 폭풍의 신 보레아스도 있었지.
서로 너무나 달랐던 보레아스와 오레이티아는
점점 서로를 길들이고, 서로를 잃었다 다시 찾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게 된단다.
9782350671444 | 2019 | 32쪽
24,5x28,4 cm | 14.00 €

9782350671949 | 2019 | 36쪽
23x17,3 cm | 9.90 €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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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magicien d'Os

록산느 마리 갈리에즈
에릭 퓌바레
중세와 현대, 흰색과

Le roi radin

뼈다귀 마법사

구두쇠 왕

륀 공주와 뢴 왕자의 결혼식이 있던 날, 왕자의
심장 한가운데로 총알이 날아들었어요. 너무나
괴로웠던 공주는 점성술사의 조언을 듣고 악당
뼈다귀 마법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뼈다귀
마법사는 륀 공주가 영원히 곁에 있어 준다면 뢴
왕자를 살려내 주겠다고 했죠. 마법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륀 공주는 포로가 되어 마법사의
기묘한 집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좌절에 빠진
뢴 왕자는 사랑하는 공주를 구하러 떠나기로
결심하죠.

새벽같이 일어난 당나귀가 마을로 향하던
길에 닭을 만났어요. "당나귀야, 어디 가니?"
"구두쇠 왕을 위해서 장 보러 간단다." 당나귀가
대답했어요. 그런 잡일을 하러 이 험한 길을
가다니, 아주 멍청한 당나귀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닭은 달걀 두 개를 줄 테니 당나귀 등에
태워달라고 했어요. 닭을 등에 태우고 다시
길을 가던 당나귀는 오리, 돼지, 토끼를 차례로
만났어요. 동물들은 모두 하나 둘 씩 당나귀 등에
올라탔죠. 하지만 알고 보니 당나귀는 동물들이
생각한 것처럼 멍청하지 않았는데...

9782350671758 | 2019 | 118쪽
22x13 cm | 15.00 €

검은색, 슬픔과 행복이

세드리크 장비에
마를렌 베르글라
겉모습만 믿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돼.

9782350671741 | 2019 | 32쪽
31x22 cm | 14.00 €

뒤섞인 환상극.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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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amoureux du livre

프레데리크 로랑
오로지 독자만이 그들을
서로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답니다. 책은 마법같은
물건이니까요.

야옹이 시리즈

Les chats Venturiers

책 속의 연인들

탐냥이들

그는 왼쪽 페이지에 살아요. 그녀는 오른쪽
페이지에 살죠. 그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녀도 그를 아주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사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강 같은 '제본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정작 그들은 이 문제를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라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과연 이 둘은 어떻게 서로 만날
수 있을까요?

고양이 무리인 '탐냥이들'은 항상 세상 모든
대륙을 탐험하러 다니거나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모험을 떠나고 싶어 해. 이번에는 이집트에서
새로운 모험이 펼쳐졌어. 가장 미스터리한
파라오였던 '투탕카냥'의 무덤을 찾아 나서는
모험이야. 탐냥이들은 고양이 뉘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숨겨진 피라미드를 발견하게
되지만, 피라미드 내부의 어두운 미궁에 발이
묶이게 되었어! 과연 탐냥이들은 보물과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시리즈의 22번째 작품.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9782350671963 | 2020 | 40쪽
24x24 cm | 14.00 €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스테파니 뒤낭 팔라즈
소피 튀렐
옛날 옛적에, 항상 새로운

9782350672045 | 2020 | 40쪽
20x15 cm | 8.50 €

모험에 목말라하던 두
야옹이가 살았는데…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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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quatre saisons de Petit Renard

꼬마 여우

Les surprenantes et extraordinaires
aventures du baron de Münchhausen

꼬마 여우의
사계절
날씨가 추운 날이었어요. 잠들어 있던 꼬마
여우의 주둥이 위로 눈송이가 떨어져 꼬마
여우의 잠을 깨웠어요. 꼬마 여우는 계절들을
지나며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한 꼬마 여우
여자친구도 만나게 되죠. 겨울,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한 해가 지나 꼬마 여우도 더 커져 있을
거예요!

니콜라 구니

RIGHTS SOLD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다시 겨울. 사계절과 함께
성장하는 꼬마 여우.

2개 언어로 출판됨: 한국어, 중국어
9782350671666 | 2018 | 32쪽
24x24 cm | 13.00 €

바론 뮌하우젠의
놀랍고 신기한
모험
루돌프 에리히 라스페 원작
피에르 크룩스 각색
페데리코 콤비
영웅적이고 환상적인
주인공 뮌하우젠 남작과
떠나는 모험!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바론 뮌하우젠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어.
뮌하우젠 백작이 어떻게 북극곰으로 변장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니? 터키인들과의
전쟁터에서 대포알을 타고 날아간 이야기, 하마
등에 타고 바다로 모험을 떠났던 이야기, 그리고
허리케인에 휩쓸려 달로 날아간 이야기를 들어
볼래? 어쩌면 화산 속에서 로마 신 불카누스와
만났던 이야기를 해줄지도 몰라!
9782350671017 | 2019 | 32쪽
24,5x28,4 cm | 14.00 €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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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eux que dix fées

Monsieur Fée

열 명의
요정보다도
어서 와, 너에게 서로 다른 능력을 지닌 열 명의
요정들을 소개해 줄게. 네가 슬플 때면 너를
위로해 줄 뽀뽀의 요정, 자기 전에 너의 귀에
이야기를 속삭여주는 요정, 네가 다쳤을 때
작은 상처를 치료해주는 요정... 하지만 이 모든
능력을 전부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 열 명의 요정보다 멋진 한 사람 말이야.
누군지 맞춰볼래?

레니아 마조르
카티 들랑세
요정이라니! 그것도 열 명의
요정이라니 정말 멋지지?
그런데 열 명의 요정보다 더
멋진 사람이 있단다.

RIGHTS SOLD

이탈리아어로 출판됨
9782350671369 | 2017 | 32쪽
22x16,5 cm | 10.00 €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요정 아저씨

모르간 드 카디에
플로리앙 피제
집의 요정, 용기의 요정…
세상에는 다양한 요정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 '요정
아저씨'도 있지.

요정 아저씨는 숲속의 다른 요정들과는 조금
달랐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엉덩이에 뿅 하고
주사를 놓는 뽀뽀의 요정을 따라 해보려고했지만,
사람들은 그저 웃어넘겼어. 치료의 요정처럼
뿅하고 붕대가 나타나는 마법을 부려봤지만,
나무를 붕대 감은 솜사탕으로 만들어버렸을
뿐이었지.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요정 아저씨는 슬픈 사람들로 가득한
회색 마을로 떠났어. 그런데 그곳에서는 요정
아저씨의 실수가 마을의 회색 벽에 색을 입히고,
사람들을 웃겨 주었어. 요정 아저씨에게도
재능이 있었던 거야!

RIGHTS SOLD

영어로 출판됨 (미국)
9782350671567 | 2018 | 36쪽
24x24 cm | 13.00 €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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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그림책

마에하라 모토미츠
세상의 다양한 언어들을
발견학고 호기심을

발리베른 www.balivernes.com
Oiseaux

Un ami

새

우리의 친구

독특한 콜라주로 만든 삽화로 구성된
그림책으로, 여러 단어를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중국어, 에스페란토
등 다양한 언어로 소개한다. 어린이들이 매우
어린 나이부터 세상을 발견하고 새로운 언어에
호기심을 갖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책이며,
특히 다문화 가족의 어린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배워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피에르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했어. 어떤
동물을 키우고 싶냐고 아빠가 묻자, 피에르는
하마라고 대답했지. 그러자 아빠는 뚝딱뚝딱
잠수함을 만들었고, 둘은 욕조를 통해 심해로
탐험을 떠났어! 놀라운 해양 생물들을 잔뜩
만나고 나자, 하마 가족이 사는 거대한 산호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도착했지. 그런데 하마
가족 중에서 어떤 하마를 데려가야 하지? 아기
하마를 훔쳐 갈 수도 없고, 어린 하마들에게서
부모를 빼앗을 수도 없잖아. 과연 피에르는 어떤
선택을 할까?

RIGHTS SOLD

영어로 출판됨 (미국)
9782350671840 | 2019 | 20쪽
17x17 cm | 9.00 €

갖도록 해주는 책!

크리스토
샤를로트 코트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그 사이의 우정에

9782350671734 | 2019 | 32쪽
24,5x28,4 cm | 14.00 €

관한 이야기.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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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 histoire de contraires

툴리오 코르다
왼쪽에 한 단어를 쓰고
오른쪽에 반대말을 쓰면,
그게 바로 고양이와 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일 거야.

Une île sous la pluie

너무 다른
친구들

비내리는
고양이섬

오늘 아침에도 고양이는 일찌감치 잠에서
깨어났지만 개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 고양이와
개의 서로 다른 점은 그것뿐이 아니야. 고양이는
용감하고 개는 약간 겁쟁이야. 개가 고양이를
쫓아다닐 때면, 한쪽은 느리고 한쪽은 빠르지.
둘이서 집안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나면
밖으로 나갈 텐데, 고양이는 새를 잡으러 다니고
싶어 할 거야. 하지만 개 때문에 고양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겠지. 과연 고양이와 개는
친구일까 적일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

RIGHTS SOLD

우리와 조금 달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배울

항상 비가 내리는 섬이 있었어. 그 섬에는 아주
고상한 고양이들이 살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수고양이 한 마리가 수영을 해서 섬으로
왔어. 수고양이는 우산을 쓸 줄도, 칼과 포크를
사용해서 밥을 먹는 법도 몰랐고 물웅덩이에도
마구 뛰어들었어. 섬의 고양이들은 자신들과
너무 다른 수고양이에게 고상한 예절을
가르쳐주려 해봤지만 실패했고, 결국 수고양이를
쫓아내 버렸어. 하지만 어느새 섬에 비가 점점
많이 오더니, 홍수가 나게 생겼어! 이제 섬의
고양이들은 수영할 줄 알고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양이의 도움이 필요해졌는데...

점이 있어.

RIGHTS SOLD

영어로 출판됨 (미국)
9782350671918 | 2020 | 32쪽
20x26 cm | 14.00 €

모르간 드 카디에
플로리앙 피제

3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네덜란드어, 중국어 간자체
9782350671185 | 2015 | 40쪽
29,5x21 cm | 13.00 €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해외 저작권 Pierre Crooks : pcrooks@balivern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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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à l'école !

Cache-toi petite cuillère !

하나, 둘, 셋,
학교 가자!

마리안 뒤뷕
매 페이지마다 다양한 동물
학교의 모습이 가득한
그림책. 어서 빨리
구경 가자!

오늘 아침, 폼은 책가방을 꺼내서 간식도 넣고 새
운동화도 넣었어요. 학교에 갈 준비는 완벽했죠.
하지만, 폼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건 내년이나
되어야 한대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일
년을 더 기다린다는 건 너무 해요. 폼은 학교에
가게 된 동물 친구들을 따라가서 구경이라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토끼와 개구리와 여우와
곰의 학교를 구경했어요. 동물들은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며 글자 쓰는 법, 숫자 세는 법,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운동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책을 읽고, 그 밖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교에서의 하루를 보낸답니다. 섬세한
볼거리로 가득한 크고 아름다운 그림책.

채소가 자라서
밭의 채소들이 자라고 또 자랐어. 그러면 우리는
채소를 따서 퓌레를 만들지.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 속으로 냠냠!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
카탈로니아어 (Casals)
9782203208490 | 2020 | 8쪽
15x15 cm | 12.00 €

코랄리 소도
카롤린 달라바
아이들이 음식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그림책 시리즈.

RIGHTS SOLD

12개 언어로 출판됨: 영어 (Kids Can Press),
이탈리아어 (Il Castello), 스페인어
& 카탈로니아어 (Juventud), 터키어
(Red House), 체코어 (Host)…
9782203208582 | 2020 | 32쪽
29x36 cm | 15.95 €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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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 enfant que j'aime infiniment

Dynamythes : 20 histoires mythologiques
dont on parle sans le savoir

내가
사랑하는 아이

카퓌신 르왈
모 르그랑
어린 독자들의 애정을
키워줄 커다란 모성의 힘.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 고백. "우리 지구에는
납작한 해파리, 아주 작은 물고기, 너무나 귀여운
고양이, 우리를 무는 곤충들, 상냥한 달마티안,
심지어 화성인들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 모든
생명체 중에 한 아이가 있단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지. 엄마는 정말 행운아야.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이 아이는 아침이면 내 침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오곤 하거든. 지구는
너무나 넓고 아이는 볼리비아의 해먹 위에,
미얀마 해안 위에, 몽골의 요트 위에, 어디든 갈
수 있을 텐데 내 방으로 와서 나와 함께 침대 위에
눕는단다."
9782203208445 | 2020 | 32쪽
17x21 cm | 5.95 €

신나는 신화

스무 가지 신화 이야기

아넬리즈 외르티에
브누아 페로
재능 있는 소설가가 그리스
신화를 다시 쓴, 기지
넘치는 대작!

옴파로스, 에코, 메두사… 이런 단어를 들어
보셨나요?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리스 신화로부터 왔답니다.
저자 아넬리즈 외르티에는 신화로부터
기원한 표현들에서 출발해, 오래된 그리스
신화 이야기에 쌓인 먼지를 털어 내고 새롭게
이야기를 꾸며 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 모든
일이 불쌍한 판도라의 책임인지 따져 보는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로 변신한<판도라의 상자
>, 산 정상에서 벌어지는 스타와의 인터뷰가 된
<아틀라스>, 님프들과 신들과 전쟁의 장군들을
모두 불러 모은 거리 인터뷰 <패닉>. 코미디,
액션, 시, 노래 등 다양한 형식으로 탄생한
진정한 대작.
9782203208827 | 2020 | 128쪽
22x29 cm | 12.90 €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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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ne veux plus être un enfant !

La classe aux histoires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야기 교실

모든 어린이가 공감할 만한

말도 많고 상상력 풍부한 작은 소년의, 웃음을
자아내는 항의서.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차를 운전하고, 샴페인도
마시고, 멋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장난감 돈이
아니라 진짜 돈으로 물건을 사고, 어른들처럼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고 싶었거든요. 아이는
어른들이 시키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찍 자기, 일찍 일어나기, 씻기, 학교 가기, 말
잘 듣기, 예의 바르기, 친절하기, 나눠주기 같은
것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평범한 교실과는 다르다.

엉뚱하지만 매력적인 어린

RIGHTS SOLD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파트리샤 베르비
샤를 뒤테르트르

주인공의 이야기.

이탈리아어로 출판됨 (Coccole Books)

레미 쇼랑
로랑 시몽

베르플로 아저씨의 교실에선 매일 아침 한
아이가 친구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이상한
이야기라면 더 좋아하죠. 깨끗이, 한방이,
땅파기, 투덜이, 지저분이, 숨는이, 송곳니,
물림쇠, 다정이, 붕대… 이름도 독특한 아이들이
펼쳐 놓는 이야기라면 얼마나 재밌게요?
그러니 책상다리로 앉아 책을 펼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웃음이 터질걸요!
9782203064355 | 2020 | 32쪽
29x36 cm | 15.90 €

아이들이 있는 교실!

9782203207431 | 2020 | 32쪽
20,2x26,2 cm | 13.90 €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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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르망 www.Casterman.com/Jeunesse
비폭력 대화

비르지니 알라지디
카롤린 플리시에
케이 람
부모와 아이가 비폭력
대화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아름다운 그림책.

카스테르망 www.Casterman.com/Jeunesse

La jalousie, ça suffit !

La maison sans sommeil

질투심아
사라져라!

잠 들지
않는 집

키 높은 수풀 사이를 뛰어다니는 얼룩말 알프레드와
아크로바틱에 푹 빠진 원숭이 조니는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승냥이 니코는 함께 하지 않아. 다른 친구들이
니코와 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니코는 친구들에게 같이 놀자고 말하기가 어려운
걸까? 모여서 놀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부럽고
당황스럽고 화가 난 니코는 복수를 하려고 친구들이
가지고 놀던 공을 빼앗아 버리기까지 했어! 하지만
가끔은 단순한 질문 하나가 충돌을 막을 수 있게
해주지. 목이 긴 기린 테레사가 니코에게 물었어. "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지 않니? 네 마음이 어떤지
친구들에게 말해주지 않을래?" 질투심이 너무
커지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해.

"폴은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좁은 틈 속에서
손가락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손톱이 빠져버리고
하얗게 질린, 애벌레 같은 손가락이 폴의 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다." 열한 살 중학생 폴은 최근에
차갑고 단단한 돌벽으로 둘러싸인 집으로 이사를
왔다. 부모님은 항상 바빠 보였고, 옛 친구들과도
멀어진 폴은 새집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게다가 밤이면
몽유병에 시달리곤 했는데, 잠에서 깨어 보면 항상
집안의 가장 으슥한 곳에 있는 창고 문 앞이었다. 창고
문 뒤에서는 배관 파이프를 흔들고 벽을 긁는 어떤
무시무시한 것이 숨어서 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브누아 말레비치
무서운 이야기를 즐기는
독자를 위한 시리즈!

9782203064553 | 2020 | 120쪽
14x19 cm | 5.95 €

RIGHTS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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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2203208506 | 2020 | 32쪽
19,5x24 cm | 10.90 €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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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philosophie koala : Les pieds sur terre

La princesse qui pue qui pète

코알라의 철학

방귀쟁이 공주

땅 위에 단단하게
발을 딛는 법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코알라, 새, 카멜레온은 즐겁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찰한다. 나비의 탄생, 별, 다양한
동물들, 식물의 생명 주기, 자연의 탈바꿈…
응가의 효용을 배우며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플라스틱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접하기도 한다. 어린 독자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학적 인식에 관한
철학적인 성찰을 제공하며, 섬세한 유머와
감수성이 빛나는 보석같은 이 책은 아이와 부모
모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책.

RIGHTS SOLD

베아트리스 로드리게즈
매력적인 동물 친구들이
등장해 인생의 중요한

한국어로 출판됨 (Bomnamu Publisher)

마리 티비
티에리 만
왕좌보다 농장을 더
좋아하는 공주 이야기.

카스티유는 평범한 공주가 아니다. 장미를
싫어하고, 유니콘이나 아기 고양이에도 별
흥미가 없으며 꽃으로 장식된 요술봉이나 하트
모양 자수도 거부한다. 카스티유가 좋아하는 건
농장의 돼지 마튀랭을 돌보는 일이다. 카스티유는
드레스와 속치마가 진흙과 똥에 더러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카스티유에게는 농장이
천국이다. 하지만 어느 날, 카스티유의 아빠인
왕이 다가와 카스티유를 애교쟁이로 만들어 줄
마법의 약을 먹게 하는데...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한 힘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중요한 주제를 유머러스한 삽화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글로 담아낸 책.
9782203208483 | 2020 | 32쪽
14,5x22 cm | 5.95 €

9782203136007 | 2020 | 80쪽
21x28 cm | 14.95 €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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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테르망 www.Casterman.com/Jeunesse

Mais à quoi sert la Tour Eiffel ?

Mulu

에펠탑, 어디에
쓰는 거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프랑스의
에펠탑이지만, 1889년에는 수많은 논란의
원인이었어. 사람들은 이 구조물의 효용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다투곤 했지.
에펠탑,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사원도
아니고 성당이나 극장도 아니잖아. 에펠탑에
관한 미공개 사실들이 담겨 있는 책.

사미르 세누시
토마 바
다양한 미공개 사실이 실려

9782203181274 | 2020 | 64쪽
21,6x35,8 cm | 15.95 €

물루

알렉상드르 샤르댕
나탈리 민
최고의 저자 둘이 모여

있는, 에펠탑에 관한 유례

탄생한 책. 이번에는 선사

없는 다큐멘터리.

시대로 간다!

물루네 부족의 어린 소년들은 아버지가 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곤 해. 친구들은
얼른 사냥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면 하고
손꼽아 기다리지. 하지만 물루는 그렇지 않아.
물루는 매일같이 강가 깊숙한 곳에 혼자만 알고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노는데, 그곳에선
커다란 곰이 겨울잠을 자고 있어. 물루는 돌벽에
뼈나 작대기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부족 사람들이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을 그리곤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물루가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에 아빠의 창이 놓여 있었어. 창을
들고 사냥에 참여하길 바라는 거야. 물루는
조용히 도망쳐 나와 비밀의 동굴에 숨었어.
물론 곰도 함께였지. 그런데 동굴 밖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풍우가 치기 시작하고...
9782203207530 | 2020 | 32쪽
29x22,3 cm | 14.95 €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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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in plein plein d'objets dans ma maison

가득가득해

Votez Leloup !

우리 집에
물건이
가득가득해
알렉상드라 가리발
클로디아 비엘린스키
아이들이 동물, 도시,
스포츠 등 세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시리즈.

이 책과 함께라면 일상 속의 다양한 물건들을
탐색할 수 있어요.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놀랄
만한 물건들을 잔뜩 발견할 거예요! 집 안 각각의
방들을 돌아다니며 배꼽 잡는 농담과 글을
즐기다 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집 안 물건들의
이름을 배울 수 있답니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Edelvives),
카탈로니아어 (Edelvives)
9782203208575 | 2020 | 20쪽
28,6x37,8 cm | 15.90 €

늑대를
뽑아주세요

다비드 칼리
마갈리 클라블레
동물 농장에서 선거를 하게
되었어요. 날카로움을 잊지
않는 동물 우화.

동물 농장의 새로운 우두머리를 뽑기로 했어요.
후보는 농장에 사는 동물들. 모두를 위해
더 많은 진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돼지
피에르, 알을 낳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암탉
잔, 치즈만이 주요 안건인 생쥐 형제가 나섰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아무도 모르던 동물이 한
마리 나타나서 모두의 주의를 끌었어요. 바로,
늑대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은 매력적이고,
친절하고, 농담도 잘하는 늑대랍니다. 모든
동물들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는 게 파스칼의
공약이었어어요. 과연 누가 새로운 우두머리로
뽑히게 될까요?

RIGHTS SOLD

4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Cotton
Tree), 한국어 (Darim Publishing), 이탈리아어
(Coccole Books), 스페인어 (Panamericana)
9782203153233 | 2020 | 40쪽
23,1 x27,2 cm | 13.90 €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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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르 롬바르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다르고-르 롬바르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À la recherche du petit Chaperon Rouge

나딘 브룅-코스므
모린 푸아노넥

빨간 망토를
찾아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똥

이제 빨간 망토 소녀가 떠날 시간이에요. 그녀의
큰 바구니 속에는 아름다운 빨간색과 흰색 체크
무늬 손수건이 걸려 있죠. 우리도 빨간 망토
소녀를 따라 어두운 숲, 분주한 도시, 신기한
성 등 동화의 땅을 돌아다닐 수 있답니다. 그림
형제, 샤를 페로, 안데르센 등 거장들의 명작
동화 속의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보세요.

숲속에 사는 쥐와 다람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똥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두 친구는 서로 정답을 찾겠다고 경쟁을 하다
결국은 험하게 싸우고 말았죠. 그런데도 아직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과연 세상에서 가장
예쁜 똥은 만드는 건 누굴까요?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Must B Publishing)

그림 형제, 샤를 페로,
안데르센 등 거장들의 작품
속 캐릭터들을 찾아보세요.

La plus belle crotte du monde

리틀 어반 | 9782374080086 | 2020
28쪽 | 33x42,7 cm | 19.50 €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마리 파블렌코
카미유 가로쉬

리틀 어반 | 9782374083087 | 2020
32쪽 | 21,8x30 cm | 15.90 €

자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꼭 인간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답니다.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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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르 롬바르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마브릭

다르고-르 롬바르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Maverick, ville magique :
Mystères et boules d'ampoule

Mon petit coin de paradis

나만의
작은 낙원

마법의 마을
마브릭

내가 돼지였다면, 나의 작은 낙원은 깨끗한 물로
가득 찬 커다란 하얀 대리석 수영장일 거야. 만일
내가 펭귄이라면, 내 작은 낙원은 생선튀김 맛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겠지. 하지만
나는 돼지도 펭귄도 아니야. 나는 나야. 그리고
나만의 작은 낙원은 바로... 너야!

전구와 미스터리

에글랑틴 꾈망스
마법과 미스터리로
가득한 세계로의 문을
여는 모험 이야기.

앙셀름의 부모님은 앙셀름만 남겨 놓고 휴가를
떠났어요. 앙셀름은 방학 동안 세상의 끝처럼
보이는 외딴곳에 있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올가
고모네 집에 머물러야만 했죠. 하지만 안나라는
소녀가 앙셀름을 마브릭 마을로 데려가면서
앙셀름의 방학은 예상과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마브릭은 평범한 작은 마을과는 거리가
멀답니다. 마법이 존재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마을이죠. 권력에
굶주린 폭군이 강력한 주문을 걸고 주민들에게
불공정한 통금을 강요하는 곳이기도 해요.
마법의 마을 마브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루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신만의 작은 낙원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Kizm Education Group)
리틀 어반 | 9782374081717 | 2020
30쪽 | 24x30,7 cm | 14.50 €

리틀 어반 | 9782374083292 | 2020
296쪽 | 13,8x19,2 cm | 12.90 €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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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abé soigne la planète

질 비주에른
베아트리스 로드리게즈
베르나베와 두 친구들은
지구를 치료하는 새로운
임무를 맡았다.

Cache cache lapins

바르나베 지구를
치료하다

토끼의
술래잡기

바르나베는 오소리야. 오소리가 의사는 아니지.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우리의 지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라디오에서 들은 베르나베는 너무
놀라 집에서 나와 거북이 콩스탕스, 두더지
클레르에게 달려갔어. 홉홉홉, 비상사태입니다.
홉홉홉, 지구는 우리가 치료하겠습니다!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동물 캐릭터들의 모험과
연대를 그려낸 유머러스한 그림으로 사랑받았던
전작의 매력을 그대로 간직한 후속작으로,
어린이의 시선으로 환경 생태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땅굴로 다가갔어. "작은
친구야, 내가 너를 먹으러 왔다!" "나를 먹는다고?
커다란 귀염둥이 같으니! 나를 먹으려면 먼저
나를 잡아 보렴!" 토끼 가족이 늑대를 빙빙 돌게
만들었다는 일본 우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작은
발' 시리즈의 새 작품.

RIGHTS SOLD

5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 basque (Edelvives), 중국어 간자체 (Oriental
Babies & Kids), 이탈리아어 (Terre di mezzo)

크리스틴 키페르
베아트리스 로드리게즈

9782278100040 | 2020 | 24쪽
24x23 cm | 12.50 €

늑대에 대한 두려움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장난스럽고 소박한 이야기.

9782278097906 | 2020 | 32쪽
22x17 cm | 10.90 €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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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uchou Balourd

에두아르 망소
너도 귀염둥이 발루르를
좋아하게 될 거야!

Comme on s'aime

귀염둥이
발루르

우린 서로
사랑해

귀염둥이 발루르를 알고 있니? 발루르는 모든
귀염둥이 중에서도 가장 귀여운 귀염둥이야.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면, 발루르의 몸에서는 입,
코, 볼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해. 괴상하기도
하지. 불쌍한 발루르! 아기의 눈높이에 맞추어
단어와 소리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구성된
양장본 책으로, 아기는 언어 놀이를 통해 즐겁게
신체에 관한 어휘를 배울 수 있다.

나의 곰인형아, 너의 폭신한 털에 코를 묻고
꼬옥 안으면 나는 꼭 초콜릿처럼 달콤한 기분이
돼. 네가 곁에 있어서 정말 행운이야. 우리 둘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느껴져? 사랑이라는
필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감성적인 그림책.

9782278100156 | 2020 | 32쪽
15x21 cm | 9.50 €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마리 사빈 로제
로즈마리 쇼자이

9782278097982 | 2020 | 32쪽
22x26 cm | 12.90 €

곰돌이 인형을 향한 소녀의
아름다운 사랑 고백.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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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tines et berceuses de Vanille :
Des rives de l'Afrique aux îles
de l'océan indien

Doux dodo

달콤한 잠

바닐라의 노래
아프리카 연안에서
인도양까지

나탈리 수사나
장 크리스토프 오아로
마갈리 아티오베
메티스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고 있는 25곡의
동요와 자장가.

전통 악기의 리듬에 맞추어 즐거운 음악 여행을
떠나요. 아프리카 연안에서 인도양까지, 발리하,
카얌브, 보브레, 카보시, 감부시의 소리가
울려 퍼진답니다. 삽화가 마갈리 아티오베가
특유의 순수함으로 아름답고 풍부하게 표현해
낸 그림은 독자들에게 메티스 문화에 대한
다채롭고 영감어린 이미지를 제공한다.

RIGHTS SOLD

영어로 출판됨 (The Secret Mountain, Canada)

세실 위드리지에
동물이 춤을 추고

예쁜 케이스에 들어 있는 아코디언 형식의 접고
펴는 책이다. 컬러풀한 앞면에서는 새끼 곰,
병아리, 두꺼비, 아기 토끼, 고슴도치, 작은 생쥐
등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고, 특히 동물들의
저녁 의식을 관찰하고 자기 전에 인사를 나눌
수도 있다. 뒷면에는 흑백 배경 속에 노란 빛이나
약간의 색상으로 강조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동물들과 함께 즐거운 숨바꼭질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책이다.
9782278100101 | 2020 | 12쪽
16x16 cm | 9.50 €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아코디언 형식의 책.

9782278091348 | 2020 | 60쪽
27x27 cm | 24.90 €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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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les

디디에 줘네스 http://didier-jeunesse.com/
큰 코끼리와 작은 생쥐

가족

큰 코끼리와
작은 생쥐
(제2권)

가족은 둥지와도 같고 땅굴과도 같아. 가끔은
두 명만 있어도 가족이 되고, 세 명이 가족이
되기도 하지. 많은 인원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있고, 가끔은 아빠만 두 명이거나 엄마만 두
명이기도 해. 가족은 때때로 그저 가슴 속에 남은
추억이기도 하고, 멀리서 선물처럼 찾아오기도
하지. 배 아파서 낳았거나 가슴으로 낳은, 다양한
아이들의 삶과 가족의 형태에 관한 그림책.

조르제트

9782278097968 | 2020 | 24쪽
18x22 cm | 10.90 €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같이 살자
피에르 들뤼에
로낭 바델
다정한 순간들과 즐거운

가족이 될 수 있어,

농담으로 가득한 책.

사랑만 있다면.

Groléfant & Tit'Souris (Tome 2) :
La vie à deux

어느 날,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와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서로를 발견했어요. 이제 코끼리 친구와
생쥐 친구는 함께 지내면서 둘이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답니다. 부드럽고 예쁜
스케치와 재미있는 상황을 통해 자연스럽게
철학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서로 간의 차이,
옳음에 대한 의지, 그리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박하고
솔직한 우화집.
9782278097791 | 2020 | 48쪽
21x29 cm | 12.90 €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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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découvre Vivaldi

La fée sous mon lit

비발디를
만나보아요

침대 및의 요정
할 일이 너무 많아. 숲의 왕을 위한 겨울 집을
지어야 하고, 유니콘을 초대해 차를 대접해야
하고, 해적들과 싸울 군대를 만들고, 용의 목욕
준비도 해야 해. 그렇게 하루가 끝날 때면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 되지. 하지만 다행히도 모두가
정리를 도와줄 거야. 부모님도 함께! 놀라움과
기발함, 그리고 상상의 생명체들로 가득한
엄청난 이야기.

프로그램: '사계' 중 '겨울'과 '봄'에서 발췌한 두 곡,
플루트 협주곡, 오보에 협주곡 및 첼로 협주곡.
뛰어난 시각적, 청각적 품질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고전 음악 사운드북> 시리즈의 여섯 번째 작품.

RIGHTS SOLD

독일어로 출판됨 (Annete Betz)

델핀 레농
이탈리아의 위대한 작곡가

9782278100217 | 2020 | 14쪽
19x15 cm | 11.90 €

로잘랭드 보네

9782278097807 | 2020 | 48쪽
24x21 cm | 13.90 €

내 침대 밑에는 요정이 살고

안토니오 비발디의 작품을

있어. 오늘은 요정이 아파서

만날 수 있는 사운드북.

내가 대신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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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ortrait du lapin

에마뉘엘 트레데
델핀 자코
토끼는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줄 화가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예술의
세계를 접하게 되죠.

Ours et les choses

토끼의 초상화

수레 끄는 곰

토끼는 부자이지만 예술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어느 날, 토끼는 예술에 조예가 깊은
친구 돼지에게서 거장 여우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당나귀 갤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결심했어! 토끼는 여우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토끼는 결과물을 보고 실망하고 말았어요.
캔버스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친구들은 그림이 아름답다며 칭찬을 하는
걸까요? 여우는 자신이 토끼를 속였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토끼야말로 사기꾼이었다면요?
거장들의 예술 작품으로 가득한 유머러스한
우화.

곰은 등을 굽히고 머리를 숙인 채 계속해서
수레를 채워 간다. 곰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폭풍이
몰려오는 것도 모른 채 수레를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다행히도 종달새가 울음 소리를
내서 곰을 구해 주는데... 어린이다운 시로
가득한 이 책은 과소비와 물질주의라는 주제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거장의 솜씨로 작업해
파워와 섬세함이 양립하는 리놀륨 판화로
아름답게 꾸며졌다.

앙드레 프리장
잘 지내던 곰은 손수레를
발견한 이후로 조금씩

9782278097937 | 2020 | 32쪽
22x26 cm | 13.90 €

변해 갔어.

9782278097777 | 2020 | 36쪽
27x30 cm | 14.90 €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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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s bruits du matin

자연의 소리

마티외 프뤼알
리자 조르당

디디에 줘네스 http://didier-jeunesse.com/
자연의 소리

Petits bruits du soir

아침의 소리

저녁의 소리

마티외 프뤼알이 작곡한 독창적인 음원들은
단순한 음향 효과를 넘어 아침을 보다 풍부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는 소리 속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한다. 책 속의 소리는 자연과 아기를
깨우고, 아기가 몸을 움직이고 옹알이를 하도록
돕는다. 아침에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사운드 버튼이 있어 아기들을 달랠 때도
유용하다. 3개월 이상의 아기들을 위해 제작된
새로운 사운드북 시리즈.

마티외 프뤼알이 작곡한 독창적인 음원들은
하루가 끝나는 '개와 늑대의 시간'의 소리와
분위기 속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자연과 아기는
바쁜 하루를 끝내며 고요해진다. 버튼을 눌러
저녁에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
3개월 이상의 아기들을 위해 제작된 새로운
시리즈의 매력적인 사운드북.

9782278089611 | 2020 | 14쪽
19x15 cm | 11.90 €

마티외 프뤼알
리자 조르당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

갈대 사이로 부는 바람

시냇물 흐르는 소리, 자연이

소리, 물가의 개구리 소리,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니?

폭풍과 동물 들의 소리가

그게 바로 아침의 소리야.

들리니? 그게 바로 저녁의

9782278100200 | 2020 | 14쪽
19x15 cm | 11.90 €

소리란다.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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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pon gardien de phare

레티시아 르 소
화려한 언어와 운율로
가득한 그림책.

Poucette

등대 지기 폼퐁

엄지공주

등대지기 폼퐁과 개 '새우'는 세상의 모든
바다를 항해한 뒤에 육지와 바다 사이에
자리 잡고 등대지기가 되었어요. 고래처럼
푸른 날이나 생쥐처럼 회색빛으로 흐린
날에도, 둘은 언제나 등대를 지켰죠. 그런데
갑자기 등대에 전기가 설치된 거예요. 이제
폼퐁과 새우는 무얼 해야 하는 걸까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인 레티시아 르 소의
두 번째 작품으로, 특유의 미술 세계와 대담한
색채를 접할 수 있다.

여자는 꽃봉오리 속에서 아주 작은 소녀를
발견했어요. 손가락 하나만큼 작은 소녀였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꽃
속의 소녀가 말을 하기 시작했지 뭐예요.
안데르센의 원작에 충실하되,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행동하는 데 주저 없는 모습으로 원작과
차별화된 더욱 자신감 있는 현대식 엄지공주가
탄생했다!

9782278097838 | 2020 | 32쪽
21x29 cm | 13.90 €

칼 노락
클레르 드 가스톨드

9782278100125 | 2020 | 40쪽
29x29 cm | 15.90 €

안데르센의 명작 동화가
칼 노락의 손 끝에서
재탄생하다. 소녀들의
자기 해방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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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 s'est bien brossé les dents ?

Sous le soleil de Paris

누가 누가 이를
닦았을까?

파리의 태양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속 등장인물들이
모여서 파자마 파티를 하고 있어. 하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더러운
이를 드러내고 있어. 아무도 이를 닦지
않은 것 같아! 너는 어떠니, 이 잘 닦았어?
소리 내서 읽기 좋은 텍스트로 구성된 어린이 책.

크리스틴 베젤
크리스틴 데스투르

9782278100064 | 2020 | 32쪽
15 x21 cm | 9.50 €

왕자님은 이를 잘

에릭 바튀
한 장의 그림이 지닌 대단한
운명에 관한 눈부신 그림책.

닦았을까요?

태양을 푸르게 칠했던 한
예술가를 만나보세요.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벨 에포크 시대, 파리의 센강 변에서 한 화가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자유와 행복을
표현하기 위해 푸르게 빛나는 태양을 그렸죠.
푸른 태양이라니!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갤러리 주인의 손에서 미술 수집상의 손으로,
예술 애호가의 손에서 학자의 손으로... 이
그림은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버려지고,
액자에 넣어졌다가 도난을 당해가며 온 파리를
여행하고, 마지막에는 영예롭게 미술관에
걸리게 된답니다.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Bookforest Publishing)
9782278097869 | 2021 | 32쪽
22x29 cm | 12.90 €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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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nouveau printemps pour Pépé Ours

엘로디 발랑드라
늙어 가는 곰 할아버지와
점점 성장해 가는 아기 곰.
할아버지는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없는데, 아기

Un très beau jour

곰 할아버지의
새로운 봄

어느
아름다운 하루

매년 봄이면 아기 곰은 할아버지 집으로
간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언제나
모험이 기다리고 있죠. 할아버지와 아기 곰은
언제나처럼 꿀 사냥을 나섰지만, 올해는
할아버지가 어딘지 둔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아기 곰이 아니랍니다. 이번에는
아기 곰이 직접 나무에 올라 벌집을 딸 차례예요!
아이들이 종종 궁금해하는 주제인 '나이 듦'에
관해 매우 섬세하고 신선하게 접근하는 다정한
이야기.

엄마 배 속의 아기가 앞으로 발견하게 될
세상을 소개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아기가
바깥세상을 발견하고 만물을 느끼고 꿈을 꾸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배 속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읽어주기 좋은 것은
물론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읽어주기
좋은, 시적이고 섬세한 그림의 감동적인 그림책.

9782278097814 | 2020 | 36쪽
22x30 cm | 13.90 €

곰은 처음으로 나무 위에

마리 프랑스 팽세
쥐디트 게피에
휴머니티와 부드러움으로

9782278097975 | 2020 | 24쪽
25x25 cm | 14.90 €

가득한,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환영하기 위한
그림책.

올라가려 한다.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해외 저작권 Ieva Vaitkeviciute : ivaitkeviciute@editions-didier.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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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connecté :
Le cerveau et les neurones

Ces arbres qui font nos forêts

숲 속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100%
연결되다

뇌와 신경 세포

에릭 마티베
세바스티앙 셰브레
뇌는 우리 몸을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선장
같은 존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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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에마뉘엘 그륀드만
카퓌신 마질
어서 와, 숲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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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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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mon petit jardin

Énergies, circulez ! :
Le système des méridiens

나의 작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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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니아 마조르
클레망스 폴레
"텃밭에 네 자리를
마련했단다. 네가 심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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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 흘러라!
기와 경락의 원리

피에르 르바쇠르
세바스티앙 셰브레
경락을 따라 흐르는 기에
대해서 배워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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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 마음껏 심어보렴!"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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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bricole les pieds sur Terre

안 클레르 레베크
니콜라 구니
재활용 재료들로 너만의
재미있는 물건들을
만들어 봐!

리코셰 출판사 www.editionsduricochet.com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해해요

Je jardine les pieds sur Terre

지구를
생각하는
만들기 놀이

지구를
생각하는
정원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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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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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레크로아르
니콜라 구니
베란다나 뒷마당에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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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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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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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Guitare star

프랑수아즈 로랑
카린 맹상

La P'tite Nuit

기타 스타

밤의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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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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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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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레크로아르
클로에 뒤 콜롬비에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불을 끄고 밤이 비밀을

악기 기타가 어떻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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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지는지, 그 비밀을
알려줄게!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6...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178

2021 서울국제도서전 8 개 주제별 카탈로그

어린이·청소년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문학 과학·기술·의학 인문사회·에세이 영어덜트

리코셰 출판사 www.editionsduricochet.com

리코셰 출판사 www.editionsduricochet.com

Le livre des animaux magiques

플뢰르 도제
키아라 다톨라
아주 먼 옛날부터 인간은
동물들이 마법적인 힘을
지녔다고 믿었어.

Le Poulet

신비한
동물 이야기

닭을
키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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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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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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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프랑수아즈 로랑
니콜라 구니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닭이 어떻게
키워지는지 알고 싶지
않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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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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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bruits de la ville

Les émotions,
ça chahute un peu, beaucoup…

도시는
너무 시끄러워

이네스 달메이
세바스티앙 셰브레
아름다운 음악으로 소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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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레아 뒤프렌
세바스티앙 셰브레
우리의 머릿속, 몸속,
마음속은 감정의
소용돌이로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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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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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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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Insectes

클레르 르쾨브르
카퓌신 마질
다양한 정보와 영감을
제공하는 특별한 곤충들을
만나러 와!

Les P'tites Coccinelles

숲 속의
특별한 곤충들

무당벌레는
어떻게 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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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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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뢰르 도제
클로에 뒤 콜롬비에
무당벌레의 성장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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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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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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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petit monde

에마뉘엘 우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10억 마리가 넘는

Où va l'économie ?

박테리아의
작은 세상

생활
속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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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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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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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

앵그리드 세이튀메르
엘로디 페로탱
경제는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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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거리야. 성장,
국내총생산, 실업률, 세계화

박테리아는 지구 최초의

등 경제 용어를 이해하고

생명체이기도 해.

싶지 않니?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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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 dit la mode ?

Une planète verte !

할 말이
많은 패션

안 보텔라
엘로디 페로탱
패스트패션에서 윤리적인
패션 소비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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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초록색 지구

상드린 뒤마 로이
셀린 마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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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자.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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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 terrible envie de Loup

레니아 마조르
파비앙 외크토 랑베르

Une vie de chouette

늑대가 하고
싶은 것은

신비한
올빼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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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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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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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가 정말로 하고

알리시아 키야르데
어두운 밤마다 후- 후하며 우는 신비한 동물은

싶은 일은…?

누굴까?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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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Yves Sok : international@editionsduricochet.com
수출 Natalie Vock-Verley : n.vock@editionsduricoch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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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줘네스 www.flammarion-jeunesse.fr
Chapeau d'été

플라마리옹 줘네스 www.flammarion-jeunesse.fr
Charlock : La disparition des souris

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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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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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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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flammarion-jeunesse.fr
Charlock : Le trafic de croquettes

샬록

플라마리옹 줘네스 www.flammarion-jeunesse.fr
나의 정원

샬록

정원의 곤충들

독 사료 사건

세바스티앙 페레즈
벵자맹 라콩브
고양이 무리와 개 무리의
싸움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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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insectes de mon jar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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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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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flammarion-jeunesse.fr
나의 정원

Les oiseaux de mon jardin

플라마리옹 줘네스 www.flammarion-jeunesse.fr
완벽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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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마리 데스플라 뒥
안 뒤메르그
파비앙 외크토 랑베르

유아를 위한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

개와 고양이 듀오가 이끄는
완벽한 수사. 웃음 보장!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Des enquêtes au poil :
Mystères sous la ne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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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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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flammarion-jeunesse.fr
L'école de la rue qui monte (Tome 1) :
La plus belle des toiles

언덕 위의 학교

플라마리옹 줘네스 www.flammarion-jeunesse.fr
베니스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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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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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자매가 등장하는
새로운 시리즈.

9782081505391 | 2020 | 48쪽
14,7x18,9 cm | 5.95 €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6...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178

2021 서울국제도서전 8 개 주제별 카탈로그

어린이·청소년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문학 과학·기술·의학 인문사회·에세이 영어덜트

플라마리옹 줘네스 www.flammarion-jeunesse.fr
비폭력 대화

플라마리옹 줘네스 www.flammarion-jeuness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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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folle épopée de Victor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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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랑 세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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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셀러 작가 로랑

> 유명 소설가 로랑 세크직 작품

세크직의 첫 아동 소설.

9782081522312 | 2020 | 352쪽
13,5x21 cm | 15.90 €

RIGHTS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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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2081513686 | 2020 | 48쪽
18x24 cm | 12.00 €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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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flammarion-jeunesse.fr
마농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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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마리옹 줘네스 www.flammarion-jeunesse.fr
마법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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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안된 시리즈.

꿈 방문자

카산드라 오도넬
악마와 마법이 등장하는
새로운 시리즈!

FIND OU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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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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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flammarion-jeunesse.fr

Le Croco Blues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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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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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OU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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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2081486195 | 2020 | 32쪽
24x30 cm | 13.50 €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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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flammarion-jeunesse.fr
Maman, papa, il y avait qui avant moi ?

소피아의 질문

플라마리옹 줘네스 www.flammarion-jeuness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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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Schaltzeit Verlag),
중국어 번자체 (Cotton Tree)

Pépère le chat : Une famille au poil

고양이 페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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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82081469174 | 2020 | 32쪽
20x23,5 cm | 9.50 €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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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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re, feuille, ciseaux

Promenons-nous dans la nuit

산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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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마리옹 줘네스 www.flammarion-jeunesse.fr

준비됐니? 가위, 바위, 보!

IK
SK

9782081495098 | 2020 | 34 p
19x25,5 cm | 15.50 €

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팝업 그림책!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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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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 dit mieux ?

플라마리옹 줘네스 www.flammarion-jeunesse.fr
이 많은 감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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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픔의 그릇

코슈카
마리 레기마
우리 모두 마음 속에
감정으로 가득한 옷장을
가지고 있죠. 이 감정들은
마치 씨앗처럼 우리 내면
속에 잠들어 있답니다.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Un bol de tristesse pour N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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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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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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30 choses à ne surtout pas faire
avec les animaux !

Abeilles et vers de terre

꿀벌과
지렁이

동물에게 하지
말아야 할 30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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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랑스 티나르
벵자맹 플로 (그림)

> 3300부 판매됨 (프랑스)

세상의 균형이 꿀벌과

9782075098007 | 2020 | 56쪽
21x24 cm | 13.90 €

있는 이유는 뭘까?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지렁이의 생존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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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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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바이링구얼 빌

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Bill aime les voyages

Bonne n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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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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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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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침대에 누우면,
사방이 조용해요.
밤이 되었어요."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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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Bonnie et Mortimer (Tome 2) :
Cauchemar en cantine

보니와 모르티메

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개구쟁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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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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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Dire non !

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Émile est invisible

에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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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Il Castello),
그리스어 (Minoas), 한국어 (Hansol),
폴란드어 (Znak), 루마니아어 (Didactica)…

카트린 돌토
콜린 포르 푸아레
로뱅 (그림)
제대로 "예"라고 말하려면 "

지불레 | 9782075147880 | 2020
28쪽 | 17x20,5 cm | 6.50 €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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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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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Espace : Qu'est-ce qu'une planète ?

나의 첫 다큐멘터리

Fleurs de sa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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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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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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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Je découvre l'orchestre

나의 첫 음악 탐험

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나의 피아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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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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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나의 첫 다큐멘터리

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La Forêt

La Légende des pyjamasques

숲

파자마
삼총사의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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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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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뮈알드

> 16만부 판매됨 (프랑스, 시리즈 전체)

마녀 소르셀린, 동물 토템,

9782075143813 | 2020 | 10쪽
18x18 cm | 8.90 €

탄생 이야기!

그리고… 파마자 삼총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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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레 | 9782070667666 | 2016
36쪽 | 20,5x27 cm | 9.90 €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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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La traversée des animaux

뱅상 퀴블리에
브리스 포스트마 위젤
(그림)

Le défi de Youlan

횡단하는
동물들

율란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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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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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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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크바 동물원을 탈출한
열 여섯 마리의 동물들.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티앙
양쯔강 계곡에는 활기
넘치는 소년 율란이
살고 있다.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500부 판매
9782075107075 | 2020 | 28쪽
19x26 cm | 13.00 €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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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나의 사운드북

Le livre de la jungle

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뤼크레스의 세계

정글북

뤼크레스의
세계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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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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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OUT MORE

> 12200부 판매됨 (프랑스)

벵자맹 쇼 (그림)

9782075121187 | 2019 | 24쪽
18,5x21 cm | 13.50 €

명작 정글북을 읽으며

안 고시니
카텔 (그림)
12만부 이상 판매된 <꼬마

손가락으로 눌러 멋진

니콜라>의 창시자 르네

사운드를 즐겨요.

Le monde de Lucrèce (Tom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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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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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Le vilain petit canard

펴서 읽는 이야기책

Moi aussi

미운 오리 새끼

나도 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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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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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OUT MORE

> 1700부 판매됨 (프랑스)

필리프 르셰르메이에르
밀렌 리고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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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펴고 가지고 놀며 큰
소리로 따라 읽을 수

클로에 알메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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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에게 예술성과
창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독창적인

있는, 접이식 책으로

결말이 돋보이는 책.

재탄생한 고전 동화!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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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나의 작은 음악 도감

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Musique Maestro !

Neige

음악의
거장들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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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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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S SOLD
마리옹 비예 (그림)
유아들이 고전 음악의
명곡들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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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2075125918 | 2019 | 10쪽
21,5x26,5 cm | 25.00 €

엘레나 셀레나
엘레나 셀레나가 만든 다섯
가지 정다운 산책길.

9782075109864 | 2019 | 12쪽
21,5x21,5 cm | 16.50 €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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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Pour toi, le confinement
c'était comment ?

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사랑스런 작은 곤충들

꿀벌 로즈

집에만
있어야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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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Rose, petite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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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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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S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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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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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

Sports

빵!

Trotro et Zaza à la crè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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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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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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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쿠르 그룹 www.editions-soleil.fr
Frigiel et Fluffy (Tome 8) :
Au bout du monde

프리지엘과 플러피

델쿠르 그룹 www.editions-soleil.fr
에피파니의 무시무시한 여행

프리지엘과
플러피 (제8권)

에피파니의
무시무시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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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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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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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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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89730 | 2020
92쪽 | 21,4x28,6 cm | 18.95 €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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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쿠르 그룹 www.editions-delcourt.fr

델쿠르 그룹 www.editions-soleil.fr

L'homme qui courait après sa chance

포즐라
행복은 각자의
책임인 걸까?

Le grand voyage de Rameau

행운을
좇는 남자

라모의
위대한 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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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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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26631 | 2020
32쪽 | 24x32 cm | 13.95 €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피실
인간 세계로 떠나는
라모의 짜릿한 모험 이야기.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90170 | 2020
216쪽 | 24x32 cm | 26.00 €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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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쿠르 그룹 www.editions-soleil.fr

델쿠르 그룹 www.editions-delcourt.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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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와 넬슨

Mythics (Tome 10)

룰루와 넬슨
(제1권)

신화
(제10권)

아프리카의 희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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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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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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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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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러운 새 영웅들의
등장!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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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쿠르 그룹 www.editions-soleil.fr
Sacha et Tomcrouz (Tome 3) : Les Shaolin

사샤와 톰크루즈

사샤와
톰크루즈
(제3권)
소림사
아나이스 알라르
바스티앙 키뇽
시간을 거슬러 역사 속으로
떠나는 사샤와 톰크루즈의
매혹적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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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81758 | 2020
84쪽 | 22x29,4 cm | 16.95 €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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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셰트 줘네스 http://

아셰트 줘네스 www.deux-coqs-dor.com
100 activités zéro ennui
les plus faciles du monde

5 Histoires à lire avec Papa

아빠와 함께
읽는 다섯
가지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쉬운
100가지 놀이
조제핀 라카스
스튜디오 통소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만들고 실행하기도 쉬운
100가지 놀이와 활동으로
지루함을 날려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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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가지 활동으로 지루함을 날려버리세요. 효율적인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련된 삽화와
단계별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시리즈는 총 1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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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작물
아이와 부모를 모두
만족시킬 저렴한 가격의
예쁜 창작동화집!

RIGHTS SOLD

6개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되 코크 도르 | 9782017863434 | 2020
96쪽 | 16x18,5 cm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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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Anne Vignol : avignol@hachette-livre.fr 해외 저작권 Clara Bruey : cbruey@hachette-livre.
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해외 저작권 Anne Vignol : avignol@hachette-livre.fr 해외 저작권 Clara Bruey : cbruey@hachette-livre.
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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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셰트 줘네스 http://
네 생각은 어때? 어린이 철
학 교실

안 라란느
티에리 마네스
다양한 질문을 통해 아이
스스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셰트 줘네스 www.gautier-languereau.fr
Aimer, c'est quoi ?

Bambi, une vie dans les bois

사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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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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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프 잘베르
펠릭스 잘텐
삶, 자연, 계절의 변화에
관한 축시.

철학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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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Anne Vignol : avignol@hachette-livre.fr 해외 저작권 Clara Bruey : cbruey@hachette-livre.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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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셰트 줘네스 www.deux-coqs-dor.com
Disparition à Londres

도난 사건 시리즈

아셰트 줘네스 www.editions-hazan.fr
함께 떠나요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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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활한 요정들
카롤린 아이로
솔렌과 토마스

RIGHTS SOLD

중국어 간자체로 출판됨

증거를 모아 수수께끼를
풀고 도시 지도를
연구해가며 진실을 찾아줘!

FIND OUT MORE

> 12800부 판매됨 (프랑스)

En chemin avec Arcimboldo

아르침볼도와
함께 떠나요

디디에 바로
크리스티앙 드밀리
유명 미술 작품을 통해
예술가들에 관해 배워보는
모노그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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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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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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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Anne Vignol : avignol@hachette-livre.fr 해외 저작권 Clara Bruey : cbruey@hachette-livre.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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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셰트 줘네스 www.deux-coqs-dor.com
Fan de Basket

아셰트 줘네스 www.deux-coqs-dor.com
나만의 패션쇼

농구가 좋아

나만의 패션쇼
귀여운 옷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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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탕 드라폴리
코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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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 넘치는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에 관한 일반
교양 시리즈.

Fashion Girls : Mes tenues K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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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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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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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Anne Vignol : avignol@hachette-livre.fr 해외 저작권 Clara Bruey : cbruey@hachette-livre.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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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셰트 줘네스 www.gautier-languereau.fr

아셰트 줘네스 www.gautier-languereau.fr

Il faut aider le Petit Chaperon rouge !

Il faut dormir maintenant !

빨간 망토
소녀를
구해야 해!
알렉상드르 자르댕
에르베 르 고프
우리의 작은 영웅은
좋아하는 동화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를
바꾸려고 해. 용기를 내면
무엇이든 가능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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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시간이야!

레니아 마조르
엘로이즈 솔트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FIND OUT MORE

아이는 아직 자고 싶지

> 6800부 판매됨 (프랑스)
고티에-랑그로 | 9782017073468 | 2019
32쪽 | 19x19 cm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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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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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은 아이도 많이 낳고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한국어, 터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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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 끝! 잘자!" 하지만
않아요. 아빠,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어요?

해외 저작권 Anne Vignol : avignol@hachette-livre.fr 해외 저작권 Clara Bruey : cbruey@hachette-livre.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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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셰트 줘네스 http://

아셰트 줘네스 www.deux-coqs-dor.com
Je me concentre

오렐리 시앵 쇼 신
어린이 정신집중 전문가가
만든 시리즈로, 아이들이
감정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준다.

Je t'aime tant

집중할
수 있어요

너를
너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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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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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S SOLD

21개 언어로 출판됨

FIND OUT MORE

카롤린 펠리시에
비르지니 알라지디
티에리 마네스
엄마와 아이의 사랑에 관한
시적이고 다정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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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250부 판매됨 (프랑스)
아셰트 앙팡 | 9782017092780 | 2020
32쪽 | 16x16 cm | 6.00 €
해외 저작권 Anne Vignol : avignol@hachette-livre.fr 해외 저작권 Clara Bruey : cbruey@hachette-livre.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해외 저작권 Anne Vignol : avignol@hachette-livre.fr 해외 저작권 Clara Bruey : cbruey@hachette-livre.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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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셰트 줘네스 www.gautier-languereau.fr

아셰트 줘네스 www.gautier-languereau.fr

La Belle Aventure

Le fil

아름다운 모험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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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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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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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랄드 게를레

RIGHTS SOLD
필리프 잘베르

소년과 할아버지를

흥미로운 결말과 매력적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해

일러스트가 시각을 즐겁게

준 건 바로 사랑이예요.

해주는 동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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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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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Anne Vignol : avignol@hachette-livre.fr 해외 저작권 Clara Bruey : cbruey@hachette-livre.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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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셰트 줘네스 http://

아셰트 줘네스 http://
Les émotions de Gaston Mon Cahier d'activités

Martin et les écrans

마르탱은
스마트폰을
좋아해

가스통의
감정: 나의
작은 활동책
오렐리 시앵 쇼 신
어린이 정신집중 전문가가
만든 시리즈로, 아이들이
감정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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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더캣
카린 힌더
마르탱은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하고 질문이 끊이지
않는 4살 어린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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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세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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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OUT MORE

> 16200부 판매됨 (프랑스)
아셰트 앙팡 | 9782017092797 | 2020
52쪽 | 21x28 cm | 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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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Anne Vignol : avignol@hachette-livre.fr 해외 저작권 Clara Bruey : cbruey@hachette-livre.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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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셰트 줘네스 www.deux-coqs-dor.com

아셰트 줘네스 www.gautier-languereau.fr

Mon imagier de la nature

그웨

나만의
자연 그림책

내 점이
어디로 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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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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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쟁

RIGHTS SOLD

다양한 디테일을 통해
자연을 접하고 어휘를 배울
수 있는 그림책.

Où sont mes taches ?

4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네덜란드어, 루마니아어, 우크라이나어

사랑스러운 돼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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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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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 재미있는 동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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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책.

해외 저작권 Anne Vignol : avignol@hachette-livre.fr 해외 저작권 Clara Bruey : cbruey@hachette-livre.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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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셰트 줘네스 www.deux-coqs-dor.com
Protéger la planète

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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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틸드 파리
에스텔 차차
모 리나르

RIGHTS SOLD

러시아어로 출판됨

어린이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묻고 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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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도록 마련된 60개
이상의 질문집.

해외 저작권 Anne Vignol : avignol@hachette-livre.fr 해외 저작권 Clara Bruey : cbruey@hachette-livre.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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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질 http://kanjil.com
탐정 텔로니어스 프로그

소피 코에클랭
민감한 주제인 모피 거래를
다룬 그래픽 노블.

캉질 http://kanjil.com
Adieu, mon Rhino !

Dis-moi des chansons d'Haïti

잘 가,
나의 리노!

아이티에서
온 노래들

"시카고는 개구리를 위한 도시가 아니야!"
엄마가 말했다. 뉴올리언스에 정착한 프랑스
혈통 개구리 집안의 막내 텔로니어스 프로그는
20세기 중반, 부자가 되는 꿈을 꾸며 시카고로
'상경'한다. 사립 탐정이 된 텔로니어스는
영리하고 귀여운 생쥐 비올레타와 함께 동물
가죽을 밀수하던 '래리 리 르노'의 갱단을
해체하는데…

"다정함과 존경을 담아 아이티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을 만들어주어서 감사해요."
아이티 전통 민요 15곡과 가사가 실려있는
책으로, 저자는 이 노래들을 부르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이티의 풍습, 일상생활, 어린 시절의
놀이와 두려움 등을 이야기하고, 노래의 작은
이야기 속에 숨겨진 아이티의 위대한 역사를
전한다.

9782916046204 | 2016 | 80쪽
12,5x17,5 cm | 10.00 €

미미 바르텔레미 (글, 노래)
14인의 아이티 예술가
레옹 프랑수아 오프만 (영어)
위대한 아이티 예술가들이

9782916046112 [+오디오 CD] | 2010 | 56쪽
28x21 cm | 25.90 €

그린 삽화와 함께 아이티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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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질 http://kanjil.com

캉질 http://kanjil.com
Dis-moi des chansons de France

브뤼노 드 라 살
소피 코에클랭
과거의 삶과 프랑스의
역사를 전하는 노래들.

탐정 텔로니어스 프로그

Du Blues dans les couleurs

프랑스에서
온 노래들

색상들의
블루스

구두 문학의 대가가 말하고 부르는 15편의 노래.
"귀가 큰 엘프들은 이제는 노래가 된 오래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좋아해."
어린 시절의 노래들은 그 변치 않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만큼 그리 천진난만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래들은 종종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잊혀져 버린 전설적인
과거를 증언하기도 하고, 비극과 행복과 전쟁,
허영과 게으름, 우리가 비웃곤 하는 어떤 힘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텔로니어스는 착한 재즈 뮤지션들을 공격한
끔찍한 인종차별주의자 집단 'PPP'의 실체를
밝혀낸다. PPP는 모든 동물을 각각의 종족과
'완성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서로 다른
종족끼리는 섞이거나 상호 교류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PPP 당원들은 각각의
동물 종은 자신의 조상이 살았던 나라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첫
희생자는 이민자들이었다.

9782916046235 [+오디오 CD] | 2014 | 56쪽
28x21 cm | 25.90 €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소피 코에클랭
인종 차별 집단의
어리석음과 불쾌함을
조롱하는 그래픽 노블.

9782916046273 [+오디오 CD] | 2019 | 80쪽
12,5x17,5 cm | 10.00 €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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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질 http://kanjil.com

캉질 http://kanjil.com
Kanjil compte

Kanjil et le roi des tigres

캉질, 숫자를
세다

호랑이들의
왕 캉질

장난스럽고 영리한 드워프 캉질은 잔뜩 굶주려
있어요. 과연 캉질은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을
건너서 맛있는 향을 풍기는 신선한 망고를 맛볼
수 있을까요?

호랑이 왕은 섬을 침략해서 섬에 사는
친구들을 전부 잡아먹어 버리겠다는 전쟁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리한 꼬마
캉질은 고슴도치 친구 랑닥의 도움을 받아
호랑이들의 계획을 재치 있게 무너뜨렸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틱에서 영감을 받아 독특한
스타일로 그려진 오래된 태피스트리를
연상시키는 그림들과 함께, 마치 그림자
극장처럼 구성된 책이다. 인도네시아 문화와
그림자 극장의 분위기 속에서 자바의 음악과
함께 속삭이듯 펼쳐지는 이야기.

RIGHTS SOLD

중국어 간자체로 출판됨

베아트리스 타나카
장난스러운 주인공 캉질과

9782916046174 | 2017 | 32쪽
20x13,5 cm | 7.00 €

베아트리스 타나카
캉질은 어떻게 자바

함께 인도네시아 민담을

호랑이의 왕이 섬을

통해 숫자 세는 법을

침략하고 동물들을 잡아

배워요.

먹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을까?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9782916046167 | 2016 | 48쪽
28x21 cm | 25.00 €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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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질 http://kanjil.com

캉질 http://kanjil.com
L'oranger magique : Conte d'Haïti

La baleine aux yeux verts

마법의
오렌지 나무

녹색
눈 고래

아이티 전래 동화

미미 바르텔레미
(낭독, 노래)
클레망틴 바르텔레미 (그림)
레놀드 앙리 (크리올)
카리브 제도에서 구전되어
내려온 전래 동화.

어린 소녀는 아버지와 사악한 계모와 살고
있었어요. 소녀는 오렌지를 먹지 말고 다
가져오라는 계모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그만
맛있는 오렌지를 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소녀는
어머니의 무덤으로 가서 오렌지 씨앗을 몇 알
심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소녀의
눈물은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소녀가 노래를 부르자 오렌지 나무가 쑥쑥
자라났어요. 어느 날, 계모가 오렌지 나무에
올라가 오렌지를 따 먹고 있을 때 소녀는 나무가
하늘 위까지 자라도록 노래를 불렀어요. 나무에
앉아 하늘 높이 올라간 사악한 계모는 영영
내려오지 못했답니다.

앙리 프티장 로제
레베카 몽사라
과들루프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이야기.

바비구니는 적어도 2000년 동안 석호의 모래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파도가
부적을 뜯어내며 긴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바비구니는 분홍색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은
한 남자가 많은 물건을 모아 놓은 집이었다.
그곳에서 다양한 도구들과 조개, 도자기 등
일상적인 물건들을 구경하던 바비구니는
평생의 친구였던 와히라의 마법 목걸이를
알아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다시
등장한 와히라와 함께 고래를 타고 사라진다.
카리브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실화에 영감을
받은 이야기 책이다.
9782916046372 | 2020 | 56쪽
28x21 cm | 18.00 €

9782916046228 [+오디오 CD] | 2015 | 40쪽
28x21 cm | 25.00 €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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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ourse des rennes : Un récit de Laponie

La grosse, grosse rave : Conte russe

순록의 경주

거대한 순무

겨울이 끝날 무렵의 라플란드. 태양과 모험의
부름에 취한 두 아이가 북쪽으로 향하는 순록
무리를 따라가게 된다. 마리아리나와 알포는
봄을 부르는 축제와 집회로 가득한 극북 지대의
광대한 눈 덮인 공간을 따라 길고 긴 여행을 하며
조상의 유목 생활과 전통을 재발견하게 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극지의 세계를, 작가에게
영감을 준 그림을 그린 예술가를, 인간 이전에
이미 동물들이 대륙을 이동했었음을, 또한
사미인들이 유럽의 마지막 원주민 부족임을
이야기한다.

할아버지가 심은 거대한 순무를 뽑는 데 성공할
사람은 누구일까? 할머니? 사샤? 나타샤?
강아지? 고양이? 작은 쥐는 어때?

라플란드의 이야기

리즈 부르캥 메르카데 (낭독)
베로니크 뒤부아 (그림)
디디에 말레르브
(음악, FLUTE AND DRUM)
유럽의 마지막 원주민인
사미인들의 유목 생활과
전통에 대해 알아보세요.

2982916046266 [+오디오 CD] | 2018 | 48쪽
28x21 cm | 25.00 €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러시아 동화

9782916046211 | 2017 | 32쪽
20x13,5 cm | 7.00 €

베아트리스 타나카
협동에는 모든 사람의 힘이
필요해요. 때로는 가장
작은 사람이 성공의 열쇠가
되기도 하죠.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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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légende de Chico Rei :
Un roi d'Afrique au Brésil

La Plume des Andes :
Voyage imaginaire en terre amérindienne

시코 왕의 전설

안데스의 깃털

브라질의 아프리카 왕

베아트리스 타나카
마리아 아귀스타 로드리게스
마르티노 다 빌라
(노래, 낭독)
브라질의 한 가운데로의
아름다운 여행, 그리고
삶의 교훈.

18세기, 백성들과 함께 브라질의 금광 노예가
된 젊고 현명한 아프리카의 왕이 자유를 되찾기
위한 구속 연대를 조직했다. 브라질에서 시코
레이(시코 왕)는 아프리카-브라질의 구전 전통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 매우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비폭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시코 왕 이야기는 미국
흑인 노예들의 저항의 역사의 일부이기도하다.
삼바 엔레두 음악 <시코 왕>과 함께 브라질
카니발 전문가인 마리아 아퀴스타 로드리게스
교수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진 책이다.

RIGHTS SOLD

브라질에서 출판됨 (SM)
9782916046020 [+오디오 CD] | 2008 | 56쪽
28x21 cm | 25.90 €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아메리카 인디언의
땅으로 떠나는
상상의 여행
소피 코에클랭
베로니크 뒤부아 (그림)
우나 라모스
(안데스 플루티스트)
아메리카 인디언의 삶에
대한 시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

와라'의 이름은 아버지의 언어로 '깃털'이라는
뜻이다. 와라는 오래전에 산을 떠난 아들을
기다린다. 유명한 볼리비아 플루티스트인
아들은 미국 땅을 종단하며 남과 북의 아메리카
원주민을 만나겠다며 여행을 떠났다. 그는
어머니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났었는데... 이것은 거칠고 자유로운 바람,
서풍이 속삭이는 이야기이다. "태양의 아들
후안은 안데스산맥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마을,
때로는 콘도르의 날갯짓에 흩날리는 눈 쌓인
산봉우리가 드리운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9782916046075 [+오디오 CD] | 2010 | 40쪽
28x21 cm | 25.90 €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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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reine des poissons :
Larenn Pwason, conte d'Haïti

Le tonneau enchanté : Conte chinois

마법의 술통

물고기 여왕

중국 전래 동화

아이티 전래 동화

미미 바르텔레미(낭독, 노래)
클레망틴 바르텔레미 (그림)
레놀드 앙리 (크리올)
사랑, 용기, 마법에 관한
아름다운 아이티 전래 동화.

물고기 여왕의 사랑 덕분에 어부 로르밀은
가족과 친구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로르밀의
아내는 죽기 전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커진
쌍둥이들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물을
빼앗고 젊은 남녀를 납치하는 두 괴물의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쌍둥이들은 왕의 쌍둥이 딸들과
결혼을 하고, 어부 로르밀은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 여왕을 만납니다.
9782916046099 [+오디오 CD] | 2014 | 48쪽
28 x21 cm | 25.90 €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한 가난한 양조인이 마법의 술통 덕분에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탐욕스럽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부자로 바뀌어갑니다. 그는 새로 얻게
된 재산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RIGHTS SOLD

중국어 간자체로 출판됨

베아트리스 타나카

9782916046105 | 2017 | 32쪽
14x20 cm | 7.00 €

너무 많이 가지려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는 동화.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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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matriochkas de Natacha : Conte russe

Lézard, ce héros ! : Conte Zoulou

나타샤의
마트료시카

영웅 도마뱀
흑인 전래 동화

러시아 전래 동화

노에미 콥 타나카
카티아 첸코
(낭독, 러시아 노래)
페티아 자케 프리코프
(발라라이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주시는
마트료시카에 관한

나타샤는 평소처럼 노래를 부르며 마트료시카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가장 키가 큰
마르티오나는 꼬마 나타샤의 엄마의 엄마의
엄마이고, 꼬마 나타샤는 너무 작아서 누구의
엄마도 아니랍니다." 봄이 시작되던 날, 나타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타샤에게 아이가 없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부는 정성과
사랑으로 나무 인형을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봄의 요정이 와서 부부에게 나무 인형 대신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누가 토끼의 오두막에 침략한 침입자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자칼, 재규어, 코뿔소, 코끼리?
아니면 용감한 작은 개구리...?

RIGHTS SOLD

중국어 간자체로 출판됨

베아트리스 타나카

9782916046297 | 2017 | 32쪽
13,5x20 cm | 7.00 €

작은 친구들이 크고 힘이 센
친구들보다 더 용감할 수
있답니다.

9782916046068 [+오디오 CD] | 2014 | 56 pages
28x21 cm | 25.00 €

사랑스러운 동화.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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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o Bucco

Puisque le chat est juge : Conte japonais

오소 부코

레베카 몽사라 (그림)
그레고아르 메르카데
지구촌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

폭탄이 폭발하며 다친 아이가 의식을 잃는다.
의식 속에서 아이가 도착한 곳은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동물들로 가득한 풍요로운
정원이었다. 그곳에서는 두 개의 해골이
같이 놀자고 아이를 반겨주고 있었다. 해골
왕국에서는 모두가 친절하고 서로를 존중한다.
"위대한 해골들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답니다. 이걸 바로 '문명화'라고 하죠."
하지만 겉보기에는 너무나 멋져 보이기만 했던
그곳은 사실은 악마 같은 곳이었고, 해골 왕국의
나부코 왕은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붙잡으려
하는데... 아이는 다시 꿈에서 깨어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양이의 선택
일본 전래 동화

주지사는 고양이에게 선물할 생쥐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 두 명의 예술가의 작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고양이는 어떤
작품을 더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RIGHTS SOLD

중국어 간자체로 출판됨

베아트리스 타나카

9782916046310 | 2017 | 32쪽
13,5x20 cm | 7.00 €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취향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이야기.

9782916046334 | 2018 | 48쪽
25x35 cm | 20.00 €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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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jour je serai libre :
Un récit du Mississippi

Un petit square de Paris :
Un petit conte bien français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테야

파리의
작은 광장

프랑스의 작은 이야기

미시시피 이야기
소피 코에클랭
스테판 코에클랭
블랙 앤 블루 (음악)
흑인 아이는 노예라는
자신의 상황이 품은 불의를
인식하고 자유로워지기로
결심한다.

19세기 중반 미국. 목화 농장의 어린 노예 한
명이 미시시피의 선장에게 팔렸다. 아이는 배
위에서 아프리카의 꿈을 꾸고,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매혹적인 모험을 시작한다. 바퀴 달린 배에
관한 자세한 묘사와 아프리카의 아름다움에
대한 상상이 가득한 이야기는, 블루스 음악의
기원에 관한 내용으로 더욱 풍부해진다. "우리는
결코 꿈을 죽이지 않습니다."
9782916046082 | 2012 | 48쪽
28x21 cm | 25.00 €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베아트리스 타나카
어린 시절의 자유로움과,
그 특유의 자유로움이
어른들의 세상에
가져다주는 기쁨에
대한 우화.

광장을 지키는 관리원은 잔디밭에서 놀면서
광장을 온통 휘젓고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내쫓으려고 휘파람을 불어댑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곳에서 온 아이' 하나가 웃으며
달아나자 아이의 발밑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이 그
뒤를 따르고, 광장은 갑자기 완전히 꽃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관리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말았는데…

RIGHTS SOLD

중국어 간자체로 출판됨
9782916046280 | 2018 | 32쪽
20x13,5 cm | 8.00 €

해외 저작권 Grégoire Mercadé : rights@kanjil.com
수출 Lise Bourquin Mercadé : kanjilediteur@gmail.com

6...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78

2021 서울국제도서전 8 개 주제별 카탈로그

어린이·청소년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문학 과학·기술·의학 인문사회·에세이 영어덜트

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자정 이후

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Après minuit (Tome 1) :
Trop de sel dans les pâtes

Bpocalypse

비포칼립스

자정 이후
(제1권)

파스타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클레망틴 멜루아
뤼디 스피에세르
늑대 인간, 난쟁이 요정,
세이렌, 식인귀, 뱀파이어,
미라… 자정 이후,
이들이 깨어난다.

모든 것은 아빠가 파스타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시작되었어. 여동생 로잘리와 나는 둘
다 한밤중에 목이 마르게 되었거든. 잠에서
깬 우리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 옆집에 사는 분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기도 해. 우리는 용기를 내어 옆집에
가보았는데, 글쎄, 선생님이 늑대 인간이었지
뭐야! 꽃무늬 잠옷을 입고 라벤더 향을 풍기는
늑대 인간이라니, 너무 이상했지. 그런데 그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말야…
9782211303712 | 2020 | 72쪽
12,5x19 cm | 8.00 €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아리엘 올즐
세상의 끝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살아남는 법.

고등학생 삼사라는 학교에 갈 때 야구방망이,
부적, 사냥 칼을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다.
콩코디아 거리를 점령한 돌연변이 동물들과
유령들과 대적하려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삼사라는 대재앙 및 이후
벌어진 격변의 시간 속에서 살아남았다. 오늘은
새로운 도전의 날이다. 당국은 공원 부지였던
지역의 격리를 해제하고 그 속의 (아마도
이미 변이되었을) 주민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날이다. 삼사라의 반에도 쌍둥이가 새로 전학
오고, 새로운 주민에 대한 소문은 그칠 줄
모르고 퍼져간다. 그러던 중, 전학생 쌍둥이를
놀리거나 따돌린 친구들이 모두 미스터리한
사고를 당하고, 아이들은 모두 쌍둥이가 벌인
짓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콩코디아 같은
기묘한 도시에서 표면적인 상황만 보고 판단을
내려도 되는 걸까?
9782211310161 | 2020 | 416쪽
14,8x21,8 cm | 17.00 €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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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Chien Bleu

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다그프리드

파란 개

다그프리드
토르에게

샤를로트는 커다랗고 파란 개를 처음 본 순간,
에메랄드 그린 빛의 두 눈동자만 보고도 그 개를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파란 개는 어딘지
좀 이상하지만 친근하기도 하고, 사납지만
샤를로트를 든든하게 지켜주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파란 개를 미심쩍어하는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샤를로트와 파란 개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나자
파란 개야, 생일 축하해!

RIGHTS SOLD

9개 언어로 출판됨: 아랍어, 중국어 간자체,
독일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폴란드어,
스페인어…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50만부 판매
9782211014175 | 1989 | 52쪽
26x31 cm | 19.00 €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Dagfrid : A Thor et à travers

아녜스 마티외 도데
올리비에 탈렉
"언젠가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면, 우리의 아이들은

다그프리드는 요리사의 연회를 돕고 싶지
않아.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역시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바이킹들의 세상에서
소녀들은 냄새나는 물고기를 요리해야 하고,
소년들은 전사나 항해사가 되는 미래를
준비해야만 하거든. 심지어 다그프리드의
오빠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기만 해.
어쩌면 좋지? 누군가는 연회를 준비해야만
하는데…
9782211307567 | 2020 | 48쪽
12,5x19 cm | 6.50 €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게 될 겁니다!"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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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Docteur Popov

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팔로미노

닥터 포포브

팔로미노,
천천히!

오늘 포포브는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강아지를
치료하기로 했어. 그런데 아무도 진료를 받거나
약을 먹으려 하지 않는 거야. 포포브는 울기
시작했지. 이렇게 되면 포포브가 혼자서 이 많은
시럽 약을 다 먹어야 하잖아.
9782211310871 | 2020 | 32쪽
21x26 cm | 11.00 €

도로테 드 몽프레
강아지들의 새로운 모험.

마티외 모데
미카엘 에스코피에
달려, 팔로미노, 달려!
우리가 사랑하는 조랑말
팔로미노와 어린 소녀의
두 번째 모험.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Doucement, Palomino

팔로미노는 꿈에 그리던 예쁜 소녀 스칼렛을
만난 후로 언제나 스칼렛을 보고싶어했고,
주말이면 스칼렛을 만나러 달려갔어요. 조랑말
친구들인 록시와 아리조나를 길에서 만날때면
친구들을 제쳐버리려고 전력 질주를 했죠.
다함께 모여 놀기로 한 오래된 협곡이 보이자
팔로미노는 온 힘을 다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스칼렛이 실종되고 말았어요! 팔로미노는
스칼렛을 구하러 서둘러 달리기 시작했고,
아무도 팔로미노를 막을 수 없었어요.
9782211309264 | 2020 | 32쪽
20x24,5 cm | 12.20 €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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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collection/pastel

L'âge des possibles

마리 샤르트르
세상은 너무나 크고,
우리 앞에는 무한한
기회가 놓여 있다.

L'ours qui chante

가능성의 시대

노래하는 곰

사울과 라헬의 미래에는 이미 정해진 길만이
놓여 있었다. 아미쉬 공동체에서 삶이란
직선으로 곧게 뻗은 모습이다. 아미쉬 공동체의
아이들은 공동체 밖의 삶을 경험하는 기간인 '
럼스프링가' 동안 처음으로 속세를 경험하고,
이후의 평생을 아미쉬로서 살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해야 한다.
생각이 많은 소녀 템플은 아미쉬 공동체 내의
소박한 삶을 떠나 언니가 있는 북적이는 도시를
경험하러 간다. 템플은 도시에서 생각 없는 삶을
살아도 보고, 또다시 많은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그리고 편했던 무지에서 벗어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한다.

달님이 숲 위로 올라가자, 곰이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곰은 친구 메를과 토끼, 닭,
병아리들을 위해서 조용히 자장가를
부른답니다. 곰에게 노래를 가르쳐준 것도
친구 메를이었어요. 전에는 메를이 숲속의
동물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었지만, 이제 메를은
너무 늙었어요. 그 후로 노래를 이어받은 건
곰이랍니다.

에밀 자둘

파스텔 | 9782211306881 | 2020
32쪽 | 20x26 cm | 12.50 €

달과 별의 이야기.

9782211309714 | 2020 | 240쪽
14,8x21,8 cm | 15.00 €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해외 저작권 Muriel D'Oultremont : pastel.doultremont@ecoledesloisirs.be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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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collection/pastel

La balançoire de l'espace

La cabane à dodo

우주 그네

낮잠 오두막

밈과 크로퀴스는 아빠와 함께 그네를 설치했어.
그리고는 엄마에게 '우주 그네'를 타보라며
잡아끌었지. 아빠는 종을 울려서 출발을 알리고,
밈과 크로퀴스는 그네를 밀기 시작해. 딩링 디링!
여행이 끝나면 아빠는 다시 종을 울리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올빼미 레옹은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낮잠용 오두막을
지었죠. 그때, 오스카가 눈을 떴어요. "잠깐만!
오두막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 쥘스도
깨어났어요. "나도 같이 만들어도 될까?"
피우피우와 글래디스도 합세했어요. 어린이집이
오통 난장판이 되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정말 멋진 낮잠 오두막이 꼭 필요한걸요.

9782211307789 | 2020 | 30쪽
17x20 cm | 10.00 €

엘라 샤르봉
장 르로이
우주 그네를 타고

프레데릭 스테르

파스텔 | 9782211307321 | 2020
22쪽 | 21x21 cm | 9.80 €

낮잠 시간이에요.

별까지 가볼까?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해외 저작권 Muriel D'Oultremont : pastel.doultremont@ecoledesloisirs.be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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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La tempête arrive !

크리스틴 다브니에
막달레나

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미니미

Le grand livre de Minusculette

폭풍우가
오고 있어!

작은 미니미의
커다란 책

동물의 숲에 폭풍우가 몰려 오고 있어.
서둘러! 집을 떠나야만 하게 된 동물들은 각자
이웃집으로 도망쳤어. 하지만 이제 곧 어떤 집도
안전하지 않게 될 거야. 동물들은 어디로 숨어야
하는 걸까?

작은 요정 '미니미'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커다란 책! 아주 작은 미니미는 집도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새인 깨새 한 마리나 밤 2개
정도의 무게인 17g밖에 되지 않는 집이랍니다.
미니미의 친구들과 자매들도 만나볼래요?
미니미의 일상, 계절이 바뀌면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먹고사는지도 알 수 있답니다.

칼레이도스코프 | 9782378880330 | 2020
32쪽 | 24x22,5 cm | 13.00 €

서로 돕고 나누는

크리스틴 다브니에
키미코
미니미에 관한 모든 것.

9782211305228 | 2020 | 32쪽
23,5x30 cm | 12.50 €

일에 관한 이야기.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6...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78

2021 서울국제도서전 8 개 주제별 카탈로그

어린이·청소년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문학 과학·기술·의학 인문사회·에세이 영어덜트

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Le livre des petits bonheurs

솔다드 브라비

Le mot le plus gros

삶의
작은 행복

나쁜 말
경연대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엄마를 꼭 안아 봐. 손바닥
위에 올린 무당벌레나 좋아하는 감자튀김을
먹을 때와 같은 사소하지만 기분 좋은 일들을
떠올려 봐. 그런 게 바로 삶의 작은 행복이야.

"올해의 나쁜 말 경연대회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금 나쁜마을 광장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쁜 말 경연대회의 사회자 피피와
루루. 하지만 사실 나쁜 말 경연대회는 나쁜
말보다는 상상력이 더 필요한 대회였는데...

9782211309288 | 2020 | 74쪽
14x14 cm | 11.50 €

삶의 작은 행복들에
관한 이야기.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크리스 디 지아코모
미카엘 에스코피에

칼레이도스코프 | 9782378880231 | 2020
40쪽 | 20x28,7 cm | 13.50 €

나쁜 말에 관한,
반전 가득한 이야기.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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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collection/pastel

Lisette et le gros mensonge

리제트

카타리나 발크스
장난스러운 리제트의
새로운 모험!

Lucky Joey

리제트의
거짓말

행운의
다람쥐 조이

거짓말을 한다고? 정말로 거짓말을 한다고?
그것도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리제트와 친구
보비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거짓말을 한다는 건 왠지 재미있어 보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오! 마침 저기 코끼리 포포프가
오고 있어! 포포프가 뭘 물어보는데? 잘 됐어!
아무렇게나 지어내서 답해주지 뭐. 그런데
거짓말을 시작하긴 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지...?

다람쥐 조이는 뉴욕의 큰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조이의 직업은 창문 청소부랍니다.
빠르고 민첩한 조이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즐겁게 일을 해요. 높은 건물에 매달려 있을 때면
조이는 연인 레나와의 결혼과 여행을 꿈꾸곤
하죠.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조이와 레나는
모두 열심히 일해요. 과연 두 다람쥐는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행운 가득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9782211310697 | 2020 | 32쪽
21x23 cm | 12.20 €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스테판 풀랭
칼 노락
자신을 믿고, 꿈을 향해
달려가봐요.

파스텔 | 9782211301695 | 2020
36쪽 | 24x34 cm | 15.00 €

해외 저작권 Muriel D'Oultremont : pastel.doultremont@ecoledesloisirs.be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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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Ma baby-sitteuse
et les petites personnes

Milo l'ours polaire

북극곰
밀로

베이비시터와
리틀 피플

알리스 뷔넬
팝컬쳐의 영향을 받은
독창적 인 그래픽.

학교 옆에 동물들을 위한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가게에서는 지금 동물 세계에서 대유행 중인
장난감인 크레파스만한 인간 장난감 '리틀 피플'
을 팔고 있었죠. 베이비시터 망아지 셰일라가
암탉 자쿼트의 손을 끌고 가게로 들어갔어요.
셰일라는 리틀 피플을 꼭 사고 싶지만, 자쿼트는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리틀 피플들은 작은 집에
갇힌 채로 행복하긴 할까요?
9782211307079 | 2020 | 88쪽
20x27 cm | 13.50 €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쥘리에트 라그랑주
로랑 수이에
폭력에 저항하는
평화주의자 북극곰
밀로 이야기.

대부분의 북극곰은 인생에서 좋아하는 것이
단 하나랍니다. 바로 싸우는 일이죠. 하지만
밀로는 달라요. 밀로는 유성을 바라보고 새끼
바다표범을 돌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불행한 오해 탓에 이제 밀로는 링 위에서 싸워야
하게 되었어요. 평화주의자 밀로는 빙하를 떠나
뉴욕으로 가서 세기의 복싱 대회에 참가해야만
하는데..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
칼레이도스코프 | 9782378880156 | 2020
36쪽 | 21,5x29 cm | 13.50 €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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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Miranda Chocolat

Mission Mammouth : Histoires naturelles

미란다 초콜릿

아스트리드 데스보르데
초콜릿, 지루한 일상에 대한

매우 세련된 부모님과 가정부, 끝없는 금지
목록과 길고 긴 의무 목록, 완벽한 교육... 이 모든
것을 가진 미란다의 삶은 완벽히 지루하기만
하다. 미란다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단 하나,
행복한 페트뤼스 가족과 그들의 제과점이다.
하지만 페트뤼스 제과점을 기웃거리는 건
미란다뿐이 아니다. 거대 식품 기업인 '원더푸드'
도 어쩐지 페트뤼스 제과점을 기웃거리는 걸
보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9782211309660 | 2020 | 144쪽
13,5x20,5 cm | 11.00 €

저항이 되다.

미션 매머드
자연의 역사

자비에 로랑 프티
시베리아 평원에서 차르
궁정까지, 아목산의
삶 이야기.

아목산은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그녀는 세상의 끝, 영혼의 영역에 가까운 곳
시베리아에 산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추억과 세 가지 소중한 물건뿐이다. 가죽 부적,
사진 주머니, 그녀가 딱 한 번 입은 아름다운
드레스. 아목산의 아버지는 사냥꾼이었는데,
겨울에는 순록을 잡고 여름에는 연어를 잡는
법을 가르쳐줄 아들을 갖고 싶어 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목산을 남자아이처럼 길렀다. 그러던
어느 해, 아버지와 아목산은 빙하시대로부터 온
거대한 매머드를 발견했는데...
9782211305204 | 2020 | 208쪽
13,5x20,5 cm | 12.00 €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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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Mission p’tit déj !

바루
엄마, 오늘 아침에는 달을
먹고 싶어요!

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Moi veux ça !

시몽

변덕쟁이
아르튀르

이거 갖고
싶어요!

아르튀르는 운 좋은 소년이에요. 엄마는
아르튀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아르튀르의 심한 변덕에 져주는 일까지도요.
그래서 아르튀르는 매일 아침 식사 시간이면
변덕을 부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엄마는 과연 어디까지 아르튀르의 장난에
장단을 맞춰줄 수 있을까요? 아이를 향한 엄마의
조건 없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

시몽과 남동생 가스파르는 엄마와 함께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왔어요. 엄마는 먹을
것만 사고 다른 건 안 살 거라고 처음부터 확실히
못을 박았죠. 하지만 사탕, 놀이용 카드, 인형을
발견한 두 토끼 시몽과 가스파르는 "이거 갖고
싶어요!"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카트에 야채를
골라 담던 엄마는 결국 소리를 지르고 마는데…

칼레이도스코프 | 9782378880415 | 2020
32쪽 | 22,5x30 cm | 13.00 €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스테파니 블레이크
오늘은 부모와 자녀 모두
즐거울 수 있을까?

9782211307444 | 2020 | 32쪽
22x27,5 cm | 12.70 €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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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On ne coupe pas les pieds d'une jeune fille

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리틀 뱀파이어

소녀의 발을
자르지 말라

타이 마르크 르 탄
존재는 무엇으로
지속되는 걸까요?

존재는 무엇으로 지속되는 걸까요? 공기 방울.
음표 하나. 친구들 혹은 불행의 동반자들.
상상력. 매일의 전투.... 놀라는 수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후로 이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외롭지
않아요. 작은 머리속에는 광대도 있고, 조종사와
전투기가 있고, 군인도 있거든요. 이 모두가
놀라의 투쟁에 함께 하는 친구들이랍니다.
9782211310857 | 2020 | 320쪽
14,8x21,8 cm | 15.50 €

Petit Vampire (Tome 1) : Le film d'horreur

리틀 뱀파이어
(제1권)
공포 영화

조안 스파
리틀 뱀파이어 시리즈.
조안 스파가 또 해냈다!

모든 일은 공포 영화 때문에 시작되었어. 리틀
뱀파이어들이 일찌기 "넌 아직 그걸 볼 나이가
아니야, 미셸!"이라고 경고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화 <살아있는 좀비 특공대>를 보러
갔어. 나치 좀비들은 너무나 무서웠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괜찮았어. 문제는 밤이 되자 이 끔찍한
좀비들이 꿈에 나타났다는 거야. 꿈속에서 나는
가까스로 문을 만들어냈고, 좀비들을 그 문으로
떠나게 만들 수 있었어. 휴! 그런데 마르게리트가
빨리 오라고 나를 부르는 거야. 리틀 뱀파이어네
집에 좀비 떼가 나타났다며...
9782211311021 | 2020 | 96쪽
13,5x20,5 cm | 9.50 €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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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collection/pastel
Pikkeli Mimou

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
소뵈르와 아들들

피켈리 미무

안 브루이야르
생일 축하해, 피켈리!

킬리옥의 친구 피켈리 미무의 생일이에요.
올겨울의 첫눈이 찾아왔네요. 킬리옥은 친구를
축하해주러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땅은
온통 눈과 추위에 얼어붙은 것처럼 보여요.
킬리옥은 침낭과 식량을 챙기고, 피켈리를 위한
케이크와 선물도 챙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다행이야. 눈 때문에 그나마 조금 밝아 보여.
여기가 어디쯤인지 도통 모르겠는데..." 길을
헤매던 킬리옥이 드디어 숲속 피켈리의 집을
발견했어요! "생일 축하해, 피켈리!"
파스텔 | 9782211306584 | 2020
36쪽 | 20x26 cm | 12.50 €

Sauveur & Fils (Saison 6)

소뵈르와
아들들 (제6권)

마리 오드 뮈라이
이건 심리 치료가 아니라
경찰 수사같은데….?

아침 7시 뮈를랭가 12번지에서 만나자는 남자는
누구일까? 게다가 이 남자, 마치 거기 살았던
것처럼 소뵈르네 집을 훤히 꿰고 있는데? 어린
사라의 귀에 이상한 소리를 질러대며 그녀를
방해하는 악마 질베르는 어디서 온걸까? 가질이
생물 선생님의 가방에서 열쇠를 훔친 이유는?
키미는 권총을 받아서 무엇에 쓰려는 거지?
그리고 조보는 충동적인 거짓말쟁이인걸까,
아니면 사이코패스인 걸까? 우리는 마침내
조보의 과거를 알 수 있게 될까?

RIGHTS SOLD

4개 언어로 출판됨: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슬로베니아어
9782211309097 | 2020 | 352쪽
14,8x21,8 cm | 17.00 €

해외 저작권 Muriel D'Oultremont : pastel.doultremont@ecoledesloisirs.be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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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onie Souris

Silex

생쥐 시도니

실렉스

생쥐 시도니는 글 쓰는 걸 좋아해. 누군가에게
모험 이야기를 해주는 일은 더 좋아하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게 된 거야. 하지만 다행히 엄마가 시도니를
도와주었어. 엄마도 이야기보따리를 한 아름
가지고 있었거든!

호모디노 행성에서 작은 생물들은 큰 생물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키가
사과 세 개만 한 조그마한 생물이 사냥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는 키 때문에
놀림 받기 싫었던 실렉스는 위험한 내기를
시작했어요. 7개월 이내에 모두를 잡아먹는
엄청난 사냥꾼이 되어 보겠다는 거예요!
사냥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동물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9782211308502 | 2020 | 48쪽
12,5x19 cm | 6.00 €

클로틸드 들라크루아

스테판 세네가스

환경을 생각하는

역대 최고의 공룡 사냥꾼을

미니멀리스트 생쥐

만나보세요.

칼레이도스코프 | 9782378880224 | 2020
48쪽 | 20x30 cm | 13.50 €

시도니의 모험 이야기.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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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uidanké

Tu étais où avant ?

티기당케

조약돌은
어디에서
왔을까?

티기당케는 자기 접시에 놓인 음식을 다 먹고
싶지 않았어요. 안 먹을래요! 그러자 티기당케의
아빠는 늑대를 부르겠다고 겁을 주었죠. 하지만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자 모든 일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데…
칼레이도스코프 | 9782378880255 | 2020
40쪽 | 22x31 cm | 13.50 €

프랑수아 수티프
바네사 시몽 카틀랭
무서울 것 없는 소녀
티기당케 이야기.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이방 포모
조약돌의 놀라운 시간
여행 이야기.

다들 알고 있듯이, 돌은 움직일 수 없어. 돌들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조금 지루해. 아름답고 매끈한
조약돌은 누군가에게 수집되어서 다른 곳으로
교환되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여행하기도 하지.
그럼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조약들은
언제부터 조약돌이었을까? 이제부터 아주 길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줄게.
9782211309424 | 2020 | 44쪽
17x19 cm | 12.50 €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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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collection/pastel

Un loup sort dans la nuit

뤼디 스피에세르
클레망틴 멜루아

Un peu beaucoup

밤의 늑대

조금, 많이

독자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편안히 앉으세요. 이제 모험이
시작됩니다! 밤이 되면 늑대가 나타나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 거대한 식인귀의
성으로, 아니면 격렬하게 파도치는 바다로?
혹은 파스타라도 먹으러 가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죠? 어서 책을 넘겨 보세요.

나무는 생각보다 연약해서 잘 돌봐주어야 해요.
친구처럼 보살펴줘야 하죠. 나무와 다람쥐는
서로를 잘 돌본답니다. 때때로 나무는 솔방울
하나를 떼어서 다람쥐에게 주곤 해요. 하나
정도는 괜찮지만 조심하세요. 솔방울을 다 떼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다 솔방울이 없어지면,
그때는 가지나 뿌리를 떼어주려 할 지도
모르니까요.

9782211309448 | 2020 | 36쪽
23x19 cm | 13.00 €

독자가 스토리 구성에
참여할 수 있중

올리비에 탈렉

파스텔 | 9782211307758 | 2020
36쪽 | 20x28 cm | 12.50 €

나무를 사랑하는
다람쥐 이야기.

대화형 그림책.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해외 저작권 Muriel D'Oultremont : pastel.doultremont@ecoledesloisirs.be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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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h dans la peau du docteur :
Vite, tes patients t'attendent !

Animaux dangereux

위험한
동물들

오늘 하루
의사 되어 보기

이 동물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무시무시한
위험성이 때로는 섬세하게 숨겨져 있기도 하죠.
위험한 동물들의 삶의 방식, 공격 또는 방어의
기술, 충격적이고 놀라운 정보 등 모든 것이 실려
있는, 과학 지식은 물론 무서움으로 가슴 떨리는
전율을 보장하는 다큐멘터리 그림책!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파스칼 프레보
안 샤를로트 고티에
직접 의사가 되어 병원의
숨가쁜 리듬을 느껴볼 수
있는 플레이북.

오늘은 의사가 되어 실력을 발휘해야만 해.
응급실은 벌써 붐비고, 환자들은 모두 너를
필요로하고 있어. 조심해! 진단을 잘못 내린
것 같으면 환자의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환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
충수염, 아기 분만, 홍역, 다리 골절, 신장 이식 등
의사의 조치가 필요한 10가지 의료 상황을 통해
가상으로 의사가 되어보는 플레이북.

라파엘 마르탱
막심 드루앙

9782732492964 | 2020 | 56쪽
32x21 cm | 14.90 €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들에 관한 모든 것!

9782732494494 | 2020 | 48쪽
24x30 cm | 14.90 €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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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 : Une histoire dans la montagne

C'est chez moi !

하얀 세상

여기가
우리 집이야!

산속 이야기

산에서 자란 소년은 집 근처에서 남은 음식을
훔치는 여우를 발견한다. 그러나 여우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간 아이는 결국 길을 잃고 만다.
소년은 산의 윤곽을 먹어 치우고 주변의 모든
것을 끈적한 하얀색으로 뒤덮어버리는 안개를
피해 집을 찾는 모험을 시작하는데…

스테판 키엘

9782732495255 | 2020 | 32쪽
29x27 cm | 16.50 €

오로르 프티

거대한 자연의 힘에 관한

7가지 지구 풍경이

독창적인 개념을

담긴 팝업 북!

산과 사막, 그리고 빙산까지... 우아하면서도
간결한 그림과 함께 어린이들이 7가지 지구
풍경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행을 제안하는
그림책.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질 때마다 각
장소에 연관된 동물을 찾는 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다양한 풍경을 접하고
이름을 배우며 생태학의 개념에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9782732494647 | 2020 | 16쪽
15,5x21 cm | 12.50 €

담아낸 그림책.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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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a gargouille !

나탈리 레스카이유 물렌
리오넬 세르
소화 기관의 기능을
탐험하는 독특하고

Gaspard dans la nuit

꾸륵 꾸륵!

밤의 가스파르

빌리는 다른 기자들과는 다르다. 그녀의 새로운
조사 분야는 다름 아닌 J의 소화계이다. 어린
소년 J의 입속에 들어간 빌리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의 비밀을 모두 밝혀낸다. 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트림은 왜 하는 걸까? 장의 길이는
몇 미터일까? 장내균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
걸까? 그리고... 응가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자세는
무엇일까?

가스파르는 밤이 무서웠어요. 침대에 파묻혀
오지 않는 잠을 기다리던 가스파르에게 작은
생쥐가 찾아왔어요. 생쥐는 가스파르를 도와줄
수 있다고, 가스파르에게 친구를 찾아줄 수
있다고 해요. 둘은 온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가스파르처럼 각자의 두려움과 걱정을
지닌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괜찮아요, 함께라면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의 두려움과 우정, 꿈의 힘을 섬세하게
그려낸 그림책.

RIGHTS SOLD

중국어 간자체 저작권 판매 완료(Ronshin)
9782732492759 | 2021 | 48쪽
23x29 cm | 12.90 €

교육적인 책.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상 순 라타나반
밤을 무서워하던
가스파르의 감동적인 모험.

RIGHTS SOLD

2개 언어 저작권 판매 완료: 영어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독일어 (Knesebeck)
9782732493909 | 2020 | 40쪽
22x32 cm | 13.90 €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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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cèlement

엠마 스트라크
마리아 프라드

Héros ordinaires

차별

평범한 주인공

정신적 차별, 학력 차별, 성차별, 인터넷에서의
차별까지, 세상의 다양한 형태의 차별의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주는 책이다. 차별의
정의, 메커니즘, 차별의 결과,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방법 등을 실제 사건과 통계 자료에
기반해 분석적으로 소개했다. 일종의 '차별에
대한 면밀한 조사표'인 이 책은 독자가 차별을
이해하고, 차별에 대응하고, 차별에 순응하지
않도록 돕는다.

20년 동안 인도의 산을 파고 또 팠던 한 남자,
33년 동안 자신만의 이상적인 궁전을 만드는
우체부, 시부야역에서 10년 동안 매일 밤
죽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개... 이 모든 것은
자기희생인가, 아니면 집착의 광기일까? 어떠한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세상의 역사를
말해주는 평범한 주인공들의 특별한 이야기.

9782732495262 | 2020 | 160쪽
17x23 cm | 14.90 €

안 테랄
세바스티앙 바상

세상의 차별을 예방하고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차별에 맞서는 싸움을

그리 평범치만은 않은 여섯

멈추지 않기 위해 다양한

주인공의 운명 이야기.

9782732494555 | 2020 | 48쪽
28x34,5 cm | 16.00 €

형태의 차별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책.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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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ciel

쥘리에트 아인호른
엘렌 드뤼베르
다양한 각도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독특한 공중 산책.

Le mur

하늘

벽

공중을 산책하며 다양한 구름의 종류를
구분하고, 낮과 밤의 주기를 이해하고, 철새와도
같은 별을 생각하고, 토네이도와 극지의
오로라를 구경하고, 한편으로는 대기 오염과
빛 공해 같은 문제와 '깨끗한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책. 플랩 등의 요소로 디테일이
가득하며 미학적으로도 놀랍도록 아름다운
작품이다.

오늘날 미국,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모로코 등
수많은 나라에 거대한 벽들이 세워져 있다. 세계
어디든 존재하는 벽을 떠올리게 하는 책이다. 그
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든, 아니면 눈에 잘 띄지
않든, 모든 벽은 서로를 보호하고, 금지하고,
분리하고, 서로 통과할 수 없게 만든다. 작은
등장인물들과 함께 우리 사이의 벽에 관해
이야기하는, 표현주의적 강렬함으로 해석된
작품이다.

RIGHTS SOLD

6개 언어 저작권 판매 완료 :
영어 (Thames & Hudson), 이탈리아어
(L'Ippocampo), 독일어 (Gerstenberg),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Maeva),
폴란드어 (Mamania)
9782732495699 | 2020 | 40쪽
25x36 cm | 23.00 €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카롤린 패
에리크 퓌바레

9782732495521 | 2020 | 32쪽
24,5x34,5 cm | 16.00 €

그날 밤, 세상 어디나 있는
커다란 벽과도 같은 거대한
역사가 한 아이의 평범한
삶과 충돌한다.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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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père est un super-héros

아르노 카트린
샤를 베리베리앙
부모를 우러러보는
아이들의 감정에 대한

Nos voisins les insectes

우리 아빠는
슈퍼히어로

우리 곁의
곤충들

의사인 아버지를 우러러보는 아이는 이 말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히어로야!"
우리 아빠는 슈퍼히어로야. 너희 아빠는 아니야.
뭐? 너희 아빠도 슈퍼히어로라고? 아니! 너희
아빠는 전혀 슈퍼히어로가 아니야. 너희 아빠가
소방관이라면 모를까. 너희 아빠 소방관이셔?
아니지? 그것 봐. 너희 아빠는 '슈퍼평범'이야!
그래도 괜찮아.

플랩북을 접었다 폈다 하며 집안 곳곳에 숨은
작은 곤충들을 찾고 나면, 우리의 어린 독자들은
그 벌레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얼른 페이지를
넘겨 볼 수밖에 없을 걸요? 부엌, 안방, 다락방,
욕실, 거실. 집안의 다섯 개 방을 들여다보며
작은 곤충들을 찾아보세요!

9782732492032 | 2020 | 32쪽
22,5x31 cm | 14.90 €

그림책.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프랑수아 라세르
아멜리 팔리에르

9782732486390 | 2019 | 22쪽
22,6x22,6 cm | 14.90 €

우리집에 살고 있는
곤충들을 찾아나서는
플랩북.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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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seaux, des alliés à protéger

Petit Singe

새들의
날개를 지켜줘

아기 원숭이

새들의 일상에 관한 풍부한 사례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어린이들이 조류에
관해 관심을 두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도록
이끌기에 충분하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새들의 나약함과 아름다움을 어린 세대들에게
소개하는 책.

필리프 뒤부아
나리사 토고

9782732493251 | 2020 | 64쪽
26,5x29 cm | 16.90 €

위기에 처한 새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보세요.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오로르 프티
유아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헝겊책.

엄마의 품에 꼭 안긴 채 삶을 시작하는 아기들은
<아기 원숭이>를 닮았습니다.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삶의 첫해에 경험하는 6
가지 감격의 순간들을 담아낸 책으로, 아기는
이 헝겊책을 통해 부모와 함께 생애 초기에
발달시켜야 하는 운동 발달의 단계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엄마 팔에 안겨 있다가, 등을
대고 누워 있다가, 뒤집기를 하고, 네 발로 기어
다니고, 앉고, 그리고 마침내 설 수 있게 되죠.
각각의 단계에 그에 맞는 동물을 대입시켜서,
아기가 보다 감정적이고 연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답니다.
9782732496504 | 2021 | 6쪽
16x16 cm | 12.90 €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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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esses (Tome 1) : Je te promets

약속

달 팝업북

약속 (제1권)
약속할게

이 책을 펼치고, 달의 마법을 방으로 초대하세요.
멋진 그림과 함께 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달의 숨겨진 뒷면이 어떤 모습인지, 달이
가진 힘은 무엇인지, 달의 모양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지, 로켓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 여러분이 달에 대해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을
발견해보세요.

RIGHTS SOLD
안 얀켈리오비치
올리비에 샤르보넬
아나벨 뷕스통
달에 대해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팝업북!

6개 언어 저작권 판매 완료: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Edelvives),
영어 (Thames & Hudson), 이탈리아어
(Franco Cosimo Panini), 네덜란드어 (Clavis),
중국어 간자체 (Daylight Publishing)
9782732481272 | 2018 | 20쪽
23x30 cm | 23.00 €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크리스틴 루세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아이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말.

"약속, 그게 바로 내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여주고
싶은 전부야. 그건 바로 넘쳐나는 사랑이고, '
사랑해'라는 말조차 모자라게 느껴지는
순간이고,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아름다움이고,
내 아이의 부모일 수 있는 행운이자, 영원이 될 이
모든 작은 순간들 그 자체이며, 결국 남는 것은
하나의 약속, 너를 사랑한다는 그 약속뿐이야."

RIGHTS SOLD

4개 언어 저작권 판매 완료: 영어 (Abrams),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Bruno),
이탈리아어 (Gallucci)
9782732494982 | 2020 | 24쪽
17x19 cm | 10.00 €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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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ènes de légende

Sommes-nous seuls dans l'univers ?

전설의
인어들

이 넓은
우주에는
우리 뿐일까?

인어,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세계 어디서든 이 독특한 바다 생명체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죠. 로라
페레즈의 아름다운 삽화와 함께 인어들의 믿을
수 없이 놀라운 운명, 그들만의 시적인 목적지와
멋진 모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레디 지오르다노
올리비아 고다
로라 페레즈

9782732494418 | 2020 | 48쪽
23x33 cm | 12.90 €

전설 속 인어들에 관한
아름다운 그림책.

매혹적인 다큐멘터리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계 생명체의 신비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이 넓은 우주에는 우리만 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외계 행성을 발견한 뒤로
과학자들이 매우 진지하게 다루는 질문이
되었어요. 지구 외의 다른 곳에 우리 말고 또 다른
문명이 존재하리라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꽤 가능성이 있답니다. 어쩌면
외계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죠!

그림책.

RIGHTS SOLD

루이즈 베르코르
아르튀르 쥐니에
UFO와 외계인에 관한
비밀의 베일을 벗기는

중국어 간자체 저작권 판매 완료 (Ronshin)
9782732491516 | 2021 | 48쪽
22x29 cm | 14.90 €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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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 la belle étoile

Comment j'ai réparé le sourire de Nina

별빛 아래

에리크 상부아쟁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야엘에게는 장애가 있는 오빠 피에로가
있다. 어느 날 아침, 야엘은 피에로에게 같이
학교에 가자고 제안하고, 피에로는 기뻐한다.
오래전부터 피에로는 평범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 가기를 꿈꿔왔다. 그러나 가는 길에
아이들이 피에로를 놀리기 시작하자 곧 의지를
잃고 만다. 피에로는 도망쳤고, 도시에서 길을
잃는다. 그리고 거리에서 판자로 만든 집에 사는
'레이디'를 만나게 되는데…
9791096935062 | 2018 | 80쪽
14x19 cm | 9.50 €

니나의 웃는
얼굴을 되찾은
방법은
니콜라 미셸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웃다

위해 정신 장애라는 주제를

지치게 만들 유쾌하고

섬세하게 다룬 책.

리드미컬한 소설.

가스파르는 진지한 소년이다. 무질서하고
방종하고 서로 조롱하고 말다툼뿐이며 터무니
없고 괴상하기만 한 두 사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으로서는, 어쩌면 지나치게 진지할
정도다. 가스파르는 포기하지 않는다. 집안의
살림을 돌보는 것도 가스파르의 몫이다. 그가
아니면 여동생 아나벨과 원숭이 파라세타몰을
누가 돌보겠는가? 그런 가스파르 앞에 어느 날
아름다운 니나가 나타나고, 가스파르는 니나를
울리고 만다. 이제 가스파르는 니나의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게 되는데...
9791096935666 | 2020 | 146쪽
14x19 cm | 12.50 €

해외 저작권 Bruno Courtet : info@muscadier.fr

해외 저작권 Bruno Courtet : info@muscadier.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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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fférent

Le gardien des moabis

조금 다른 아이

파니 방데르미르슈
음악을 통해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가는 한 아이의 이야기.

아이에게 샤를마뉴라는 이름을 붙이다니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이 이상한 이름만 아니었다면,
샤를마뉴도 다른 아이들과 비슷했을 거다.
샤를마뉴를 수식하는 몇 가지 수식어만
빼고는. 너무 산만한 아이, 집중을 못 하는
아이. 주변 어른들의 마음에 들 리가 없으며
친구들에게도 놀림을 받게 만드는 샤를마뉴의
특징들이다. 사를마뉴는 난독증, 철자습득장애,
통합운동장애를 앓고 있다. 하지만 누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쓸모없다 했는가? 어쩌면 그건
그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아이'가 될
기회인지도 모른다.
9791096935116 | 2018 | 96쪽
14x19 cm | 10.50 €

해외 저작권 Bruno Courtet : info@muscadier.fr

모아비의
수호자

셀린 자코
콩고 분지 중심부에서
펼쳐지는 모험을 그려낸
환경 소설.

10세 소년 모부는 바카 피그미족이다. 소년은
콩고 분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부족의 집단에서
산다. 생명이 가득한 신비로운 숲은 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다. 어느 날, 킨샤사의
한 정부 관리가 숲의 부족을 찾아온다. 정부가
그들의 영토 일부를 이미 외국 벌목업자들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이다. 피그미족은 콘트리트로
지은 집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결국
모부와 부족 사람들은 대량의 방어 무기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9791096935659 | 2020 | 160쪽
14x19 cm | 12.50 €

해외 저작권 Bruno Courtet : info@muscadier.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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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bie

파니 방데르미르슈
학교 공포증이라는 현상에
관해 금기 없이 터놓고

Pierre le voleur

학교 공포증

도둑 피에르

소피아는 뛰어난 학생이다. 그러나 중학교에
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성적은 떨어지고,
친구들에게는 버림을 받고, 불안이 소피아를
갉아 먹기 시작했다. 결국 더는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든 소피아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낸다.
소피아는 '학교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오늘날 많은 청소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주제에 관해 터놓고 이야기하며 토론을
유도하는 소설.

피에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훔친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피에르가 물건을 숨기지 않고 항상
돌려주기 때문에 그냥 피에르네 집에 가서 다시
물건을 찾아오곤 한다. 주민들은 피에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고, 경찰도 피에르를 그냥
두었다. 하지만 어느 날, 상황이 심각해진다.
피에르를 용납하기 어려워하는 두 번째 주민
집단의 물건이 털린 것이다. 그리고 피에르는
이번에는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자비, 관용 및 연대에 관한 소설.

9791096935468 | 2019 | 96쪽
14x19 cm | 10.50 €

이야기하는 소설.

해외 저작권 Bruno Courtet : info@muscadier.fr

이브 프레미옹
단순함과 선한 마음에 대한
찬사와도 같은 소설.

9791096935642 | 2020 | 104쪽
14x19 cm | 10.50 €

해외 저작권 Bruno Courtet : info@muscadier.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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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que apocalypse

플라스틱의
종말

아르튀르 테노르
독자들을 미지의 세계로
데려가는 숨막히는 모험!

원래 플라스티보락스는 생명 공학 분야의
엄청난 발견이었다. 지구상의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을 잔류물이나 공해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었다. 플라스티보락스를 발명한
발명가는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치명적인 세부 사항을 고려하지 못했다.
자연의 법칙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은, 플라스티보락스가
쓸모 '있는' 플라스틱까지 처리해버릴 수 있다는
것. 그 결과는...세상의 종말이었다.
9791096935093 | 2018 | 80쪽
14x19 cm | 9.50 €

해외 저작권 Bruno Courtet : info@muscadier.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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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sa valise

클로틸드 페랭
작은 남자와 함께 신나는
모험을 떠나보세요. 그의
가방에서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Éléphants de A à Z

가방
속에는

코끼리의
모든 것

옛날 옛적에 작은 집에 살던 작은 남자가 여행을
가려고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여행을 떠난
작은 남자는 바다를 항해하고 산을 오르며 온갖
놀라운 일을 겪게 되죠. 35개의 플랩이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직접 열어보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모험을 하는 동안 작은 남자는 가방에
준비했던 물건을 꺼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가방에 넣기도 한답니다.
과연 이 여행이 끝날 때 가방 속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코끼리는 생쥐를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꿀벌은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니? 코끼리는 이빨이 6
개 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코끼리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을 수 있다는 건? 작가의 일기,
키플링의 단편, 다양한 이야기들에서 발췌한
짧은 텍스트들과 학술 정보, 재미있는 일화 등
코끼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코끼리
백과사전' 같은 책!

9791023514407 | 2020 | 20쪽
23,5x25 cm | 16.90 €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마르크 다니오
이 책을 읽으면 너도
코끼리 전문가가 될 수

9791023513066 | 2020 | 96쪽
24,5x24,5 cm | 16.90 €

있어!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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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s unique et fier de l'être

셀린 로랑스
로랑 시몽
새로 태어나는 동생을

Himboo Humboo

혼자라서 좋아

힘보 험보

아이는 외동아들이고,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가끔
형제나 자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운 나쁜
친구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 아이에게는
장난감을 누군가와 나눠가질 일도, 이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날 일도 거의 없어. 이런!
사실 아이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 이제 곧
외동아들로서의 지위를 잃게 생겼거든. 하지만
동생이 생긴다는 건... 어쩌면 더 좋은 일인지도
몰라!

힘보 험보는 친절하고 털이 많은 괴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 힘보 험보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신문 기사가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힘보 험보는 신문사 편집장이
되었다가 의사가 되었다가, 또 전문의가
되어가며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애써봤지만
실패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로운 작은
인간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겠어요. 아하!
별일 아니었어요. 힘보 험보의 시력이 조금
나빠졌던 거예요. 안경을 쓰면 되죠. 와! 세상이
더 선명하고 다채로와졌어요.

9791023514070 | 2020 | 56쪽
15x19 cm | 13.90 €

크리스토프 페르노데
로랑 상기네티
친절하고 털이 많은 괴물

환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힘보 험보에게 푹

아주 재미있는 그림책!

빠지게 될거예요!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9791023513400 | 2020 | 48쪽
27x38 cm | 16.00 €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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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ires à piocher

필립 르셰르메이에르
크리스티앙 루
크리스티앙 루의 그림에

Imagier du vivant

골라 보는
이야기

생물을
그리다

배고픈 악어의 머리 위로 드리워진 얇은 철사
위를 걷는 아이, 크림 케이크를 타고 오르는 늑대,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걸린 외계인... 크리스티앙
루가 창조한 웅장하고 기묘하고 유쾌하고 놀라운
50여 점의 그림들이 저명한 아동문학 작가 필립
르셰르메이에르의 손을 거쳐, 독창적인 35가지
이야기를 담아낸 아름다운 책으로 탄생했다.

50점는 넘는 과일, 꽃, 채소, 동물 등의 그림이
담긴 화집! 국제적으로 저명한 예술가 마르탱
자리의 생생한 그림을 통해 아이들은 풍부하고
다양하며 다채로운 자연의 세계로 빠져들고,
그곳에서 또 다른 세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행복하게 몰입할 수
있는 독특한 화집.

9791023514100 | 2020 | 208쪽
17,5x25 cm | 18.00 €

필립 르셰르메이에르의
상상력이 더해져 탄생한 35
개의 놀라운 이야기들!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마르탱 자리
50점이 넘는 과일, 꽃, 채소,
동물 등의 그림이 담긴
초대형 화집!

RIGHTS SOLD

이탈리아어 저작권 판매 완료
(Life, Orecchio Acerbo)
9791023513394 | 2020 | 64쪽
25x34 cm | 15.50 €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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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 la bougeotte !

사라 가비올리
동물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책!

L'azur

동물처럼
해봐요

하늘
속으로

플라밍고처럼 한쪽 다리로 설 수 있니? 하마처럼
하품을 하는 건 어때? 가재처럼 뒤로 걸어볼까?
아니면 곰처럼 등을 긁어볼래? 매력적인 파스텔
색조의 그림으로 꾸며진 유쾌한 그림책으로,
아이들은 동물의 독특한 움직임을 따라하며
자기 몸의 움직임의 원리도 인식하게 된다. 마치
거울처럼 왼쪽 페이지에 작은 캐릭터가 등장해
오른쪽 페이지의 동물의 움직임을 재현해,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 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움직이며 유대감을
키우기에 이상적인 책!

애벌레의 눈으로 본 세상은 어떨까요? 애벌레는
알에서 나와 미지의 세계를 조금씩 발견하게
된답니다. 처음에는 소리, 이미지, 냄새 등
모든 것이 흐릿해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면
애벌레의 시야는 명확해지고 기어 다니기나 숨기
등 다양한 움직임을 배우게 되죠. 그런 다음에는
공 모양으로 굴러서 번데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 번데기로 변한 애벌레가 나비로
부화해서 하늘 속으로 날아간답니다!

카롤린 펠리시에
마티아스 프리망
애벌레의 눈으로 세상을
발견하게 하는 책.

9791023515183 | 2020 | 40쪽
18x25 cm | 13.50 €

9791023514209 | 2020 | 40쪽
21x21 cm | 12.90 €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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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 부샤르
신사 숙녀 여러분, 모두들
조심하십시오! 늑대가
도시를 돌아 다니고 있어요.

쇠이 줘네스 http://seuiljeunesse.com

La double vie de Médor

La folle équipée

메도르의
이중 생활

대단한
수레

배고픈 늑대가 허기진 몸을 끌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늑대는 맛있는 음식이 끓고 있는
냄새에 이끌려 한 고급스러운 저택의 대문을
긁어댔죠. 그런 늑대의 모습을 본 한 용감한
할머니가, 늑대를 유기견으로 오해해 집으로
데려갔어요. 늑대는 배를 채우려고 개인 척을
해야 했죠. 하지만 만일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늑대는 거친 야생의 본능을
억누를 수 있을까요?

옛날 옛적에 사랑스러운 작은 집에서 함께 살던
수탉, 개,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케인에 집이 부숴져버리자 그들은 새로 살
곳을 찾기 위해 대충 만들어진 임시 수레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친구들은 결국 늑대
무리의 공격을 받게 되고, 늑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장치를 고안했죠. 허술했던 수레에는 점점
여러 가지 장치가 생겨나고, 수레 위의 친구들도
어느새 셋이 아니라 10마리로 늘어난답니다.

9791023514438 | 2020 | 40쪽
24x31 cm | 14.90 €

카테리나 고렐릭
어린이들의 관찰력을
키워주는 독특한 그림책!

9791023514650 | 2020 | 40쪽
24x28 cm | 13.90 €

배고픈 늑대가요!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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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fabuleuse carte au trésor

Murdo, le livre des rêves impossibles

나의 보물지도

불가능한
꿈의 책

보물을 찾아 경이로운 모험을 시작해보세요!
독특한 형식의 이 책은 독자 어린이가 직접
여행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어린이들은
신비의 지도를 펼치고, 위대한 모험가들이 직접
등장하는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고, 이미지를
해석하고 숨겨진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게 하는
마법의 거울을 활용하며 멋진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기욤 게로
르노 페랭

9791023514407 | 2020 | 24쪽
17,5x25 cm | 13.90 €

알렉스 쿠소
에바 오프레도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

신비하고 유쾌하고 시적인,

특별한 모험을 떠나보세요!

다른 책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그림책.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상상 속의 작은 설인 뮈르도가 이번 책의
주인공이에요. 책을 넘기면, 뮈르도의 꿈이
하나씩 드러난답니다. 시의 단어로 스웨터를
짜고, 신발 속에 숨고, 조약돌과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것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고, 낮과
밤 사이에 다리를 만드는 꿈. 에바 오프레도의
간결하고 장난스러운 그림과 함께 펼쳐지는
알렉스 쿠소의 글은, 우리에게 어린 시절의 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9791023514483 | 2020 | 88쪽
16,5x20,5 cm | 14.50 €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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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re cabane

마리 도를레앙
우리 모두를 꿈의
오두막으로 데려다 줄
환상적인 산책.

Ööfrreut la chouette

우리의 오두막

올빼미 외프르

방학이 시작되었어요. 태양은 빛나고 들판의
풀은 높이 자라죠. 세 친구는 매일 같이 만나서
시골길을 걸어 오두막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날은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폭풍이 몰려왔어요! 때로는 평화롭지만 때로는
위협적이기도 한 자연 속에서, 세 친구의 위대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오두막은 무사할까요? 세 친구는 서로 손을 잡고
힘을 모아 오두막을 향해 뛰어가는데…

올빼미 외프르는 나뭇가지 위에서 세상을
관찰합니다. 외프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지만, 한 어린 소녀에게 흥미를
느꼈어요. 소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여요.
소녀는 밤에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무와 인사를 나누는 법을
알고 숲의 소리를 듣는 법도 알고 있죠. 소녀가
숲의 암퇘지에게 쫓기게 되고, 외프르가 소녀를
도와주게 되면서, 올빼미와 소녀 사이에 기묘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해요.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JEI)
9791023513073 | 2020 | 48쪽
23x32 cm | 14.50 €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세실 루미기에르
클레망스 모네
밤에 사는 올빼미 외프르와

9791023512434 | 2020 | 40쪽
21x26 cm | 13.50 €

어린 소녀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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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idence beau séjour

Sorcières ! Une histoire des sorcières
à travers l'art

보세주르
레지던스

질 바슐레
그롤로비우가 새롭게
아이들의 인기를 얻고,
할 일이 없어진 유니콘은
보세주르 레지던스로
가는데…

특종입니다! 이제 소년 소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부드러운 털을 가진
그롤로비우래요. 유니콘은 이제 그만!
어린이들은 유니콘을 사랑하지만, 이제
지겨워졌대요. 그래서 유니콘들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를 기다리는 동안 보세주르
레지던스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죠. 수영장,
스파, 피트니스 클럽, 미용실, 카페 및 다양한
활동이 훌륭하게 구성된 보세주르 레지던스는
유니콘은 물론 모든 동물들에게 꿈같은 삶을
제공하는 장소라는데…

예술 속의
마녀 이야기

폴린 뒤클로 그르네
키르케에서 바바야가까지,
매혹적인 그림으로 가득한
예술 속 마녀 이야기.

마녀는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왔다. 아이들에게
마녀는 환상의 존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마녀는,
예술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강력하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여성의 모습,
동화책 속 못생긴 할머니의 모습, 악마의 혼에
사로잡힌 소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마녀 이야기와 그림이 가득한 책.
9791023514803 | 2020 | 72쪽
23x27,5 cm | 17.00 €

9791023514193 | 2020 | 36쪽
24x33 cm | 15.00 €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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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t ce que je sais sur les chiens

내가
사랑하는 개

클레망틴 멜루아
뤼디 스피에세르
개를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하면

아이들은 개를 좋아해요. 큰 개, 작은 개, 냄새
나는 개, 경찰견, 안내견... 모든 개를 좋아하죠.
한 작은 소년의 개 '공이'를 만나볼래요? 동그란
공처럼 생겨서 공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공이에게는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잘 때는 코를
골고, 숨을 쉴 때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내고, 부모님의 신발을 먹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이를 너무나 사랑한답니다!
9791023512601 | 2020 | 26쪽
20x20 cm | 10.90 €

좋을 그림책!

해외 저작권 Julie Guenard : jguenard@lamartinier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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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베르제 데 에스페리드 www.editionslevergerdeshesperides.com

르 베르제 데 에스페리드 www.editionslevergerdeshesperides.com

Comment le maïs est apparu sur terre ?

Tout ça pour quelques grains de sel

옥수수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베로니크 라그니 들라투르
옥수수 수염과 코의

옥수수 수염과 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옥수수는 어떻게 탄생할걸까? 아르헨티아
인디언의 전래 동화가 담긴 책으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두 언어로 낭독한 CD가 포함되어 있다.
9782365872966 | 2018 | 32쪽
24x25 cm | 18.00 €

관계는?

소금 몇
알 때문에
어떻게 몇 알의 소금이 한 용맹한 남자의 머리를
이상하게 만들었을까? 그루지야의 전래 동화를
담고 있는 책으로, 프랑스어와 조지아어 두
언어로 낭독한 CD가 포함되어 있다. 3세 이상
권장.

FIND OUT MORE
베로니크 라그니 들라투르
한 용맹한 남자는 어떻게
소금 때문에 용건을

> "Le Petit futé" 그루지야 가이드북 선정 (2020)
9782365872690 | 2017 | 40쪽
24x25 cm | 18.00 €

잊어버리게 된 걸까.

해외 저작권 Véronique Lagny Delatour : levergerdeshesperides@hotmail.fr

해외 저작권 Véronique Lagny Delatour : levergerdeshesperides@hotmail.fr

6...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78

2021 서울국제도서전 8 개 주제별 카탈로그

어린이·청소년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문학 과학·기술·의학 인문사회·에세이 영어덜트

페르 푸에타르 www.perefouettard.fr

페르 푸에타르 www.perefouettard.fr

1000 vaches

Bertille et Brindille

천마리의 소

아델 타리엘
쥘리 드 테르삭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
소 세 마리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천 마리의 소가

농부는 소 세 마리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농장에 도착해 신선한 우유 맛을 보고는
갑자기 새로운 일들이 펼쳐졌어요.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세요! 젖소 수를 늘리고, 더 효율
좋은 새로운 설비를 들입시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다 보니,
행복했던 농부와 소들의 일상이 변해갑니다. 더
많이 생산하는 건 좋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터키어, 폴란드어
9782371650190 | 2017 | 32 pages
23x23 cm | 13.00 €

베르틸과
브랭딜
안경을 쓰고 곱슬머리를 한 어린 소녀 베르틸이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고양이는 어디로 숨은
걸까요? 빨간 털의 작고 영리한 고양이 브랭딜은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주인은 어디로 숨은
걸까요?

RIGHTS SOLD
아델 타리엘
제롬 페라
베르틸이 고양이 브랭딜을

2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한국어
9782371650435 | 2019 | 24쪽
22x22 cm | 13.00 €

찾도록 도와주세요.

있다면?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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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아델 타리엘
제롬 페라
바다의 광대함

Carnivore

화물선

육식식물

갈매기가 화물선 위를 맴돕니다. 화물선 위의
선장은 하늘에서 보면 너무 작아서 겨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갈매기는 바람과 파도에
맞서 싸우며 화물선을 따라갈 거예요. 갈매기는
배가 항구로 돌아갈 때까지 하늘의 어둠과
바다의 어둠 사이를 날아가며 선상을 지켜볼
겁니다.

곤충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자 귀뚜라미는
범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조사를 거듭하며 귀뚜라미는 사실 자신이
테라리엄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범인은 바로 함께 살고 있는 육식식물
네펜테스였다. 수수께끼가 풀리고, 귀뚜라미는
남은 곤충들을 자유로 이끌어주는데…

RIGHTS SOLD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한국어, 영어(북미)
9782371650343 | 2018 | 32쪽
21x29 cm | 13.00 €

속에서라면 아주 작게

아델 타리엘
제롬 페라
곤충들의 세계에

중국어 간자체로 출판됨.
9782371650282 | 2018 | 32쪽
29,7x21 cm | 14.00 €

관한 놀라운 그림책!

보이는, 커다란 화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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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ma montagne

Le dragon qui crachait n'importe quoi

하나의 산

무엇이든
뱉어내는 용

늑대와 목동은 같은 산을 공유합니다. 그 둘은
서로 적일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똑같은
두려움과 똑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늑대와
목동은 하나의 산에서 각자가 머물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RIGHTS SOLD

7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중국어 번자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

프랑수아 오비노
제롬 페라
늑대와 목동은 서로의
적입니다. 둘은 하나의

FIND OUT MORE

> 2019-2020 Les Incorruptibles 상
9782371650152 | 2017 | 32쪽
23x23 cm | 13.00 €

산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실뱅 조르쟁
브리스 폴레
강하고 용감한 용
베르나르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르나르는 강하고 용감한 용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르나르가
더 이상 불을 뿜어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용이 숨을 쉴 때면 아름답게 타오르는 불길이
아닌 온갖 것들이 입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꽃병, 기타, 부메랑, 농구공... 이제 베르나르는
어떻게 갑옷으로 무장한 기사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불길이 없는데 마시멜로는 어떻게
굽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애초에 왜
불을 뿜어낼 수 없게 된 걸까요?
9782371650121 | 2016 | 36 pages
23x23 cm | 13.00 €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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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monstre du miroir

안 말레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Le pays des souris

거울 괴물

쥐의 나라

루이즈는 거울을 보면 결점만 보이고, 마치
자신이 괴물처럼 보여요. 그러나 남동생은
누나가 멋지다고 말하고, 아빠는 루이즈가
정말 재치 있는 아이라고 하죠. 루이즈는
고양이 쇼송에게는 최고로 푹신한 쿠션이 되어
주고, 친구 아나이스에게는 최고의 모험가가
되어준답니다. 맞아요, 이 모든 모습이
루이즈랍니다!

옛날 옛적에 쥐의 나라라는 곳에 생쥐들이
살고 있었어요. 생쥐들은 투표로 지도자를
뽑았는데, 이번에 생쥐들은 검은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고 말았어요! 커다란 검은 고양이는
항상 고양이들에게 유리한 법만을 선포했죠.
쥐들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비유가 담긴 그림책.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한국어, 중국어 번자체
9782371650312 | 32쪽
23x23 cm | 13.00 €

이야기하는 다정한 그림책.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

알리스 메리쿠르
마 상쟁
검은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버린 작은 생쥐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RIGHTS SOLD

6개 언어로 출판됨: 한국어, 중국어 번자체,
폴란드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9782371650466 | 2020 | 32쪽
23x23 cm | 14.00 €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확신이다.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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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Bizarres

Loupiote

이상한 생물들

늑대와 아이

부엌에서는 '카아아아' 소리가 들리고,
욕실에서는 '프루루루' 소리가 들리고,
지하실에서는 '쿠아아앙' 소리가 들려요. 대체
누가 이렇게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집안을 둘러보며 15마리의 이상한 생물들을
발견해보세요!

어느 날 밤, 늑대는 숲에 버려진 아기 탈라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늑대는 아기를 다시
인간들이 사는 곳으로 데려다주기로 하죠.
하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RIGHTS SOLD

스웨덴어로 출판됨

9782371650169 | 2016 | 36쪽
21x29 cm | 13.00 €

델핀 타르틴
올리비에 뤼블롱

카트린 라퇴
카미유 티스랑

집안에서 이상한

레이스 무늬의 독특하고

소리가 들려요.

아름다운 삽화와 함께,

9782371650336 | 2018 | 32쪽
21x29 cm | 13.00 €

유아 유기와 입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림책.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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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nounou est une girafe

Malvina

우리
유모는 기린

페린 조
안 솔린 생테스
놀랍게도 새로 온 아르센의
유모는 기린이었어요!

놀랍게도 새로 온 아르센의 유모는 기린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려가 컸지만, 아르센과 기린 지젤은
금방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점들은
저마다 목이 긴 동물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을 내걸기 시작했어요. 아르센과
지젤은 사람들의 편협함을 그냥 넘기지 않기로
했답니다!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
9782371650091 | 2016 | 32 pages
23x23 cm | 13.00 €

말비나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 말비나는 일상생활을
편하게 해줄 멋진 기계들을 발명하길 좋아해요.
하지만 말비나의 엄마는 매일 사소한 일들을
걱정하며 지내죠. 말비나는 엄마의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해 엄마를 위한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기로 결심했어요.

RIGHTS SOLD
앙드레 네베스
발명 소녀 말비나는 시간을

3개 언어로 출판됨: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9782371650046 | 2015 | 36 pages
24x34 cm | 14.00 €

여행하는 타임머신을
발명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
어쩌면 더 야심찬 발명품을
기획했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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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 et Edouard

Mirette : La taupe qui voulait voir
plus loin que le bout de son nez

미셸과
에두아르

미리암 피카르
제롬 페라
쇼핑몰에 산다면
정말 좋겠죠?

미셸과 에두아르는 쇼핑몰에 사는 두 마리의
커다란 참새예요. 쇼핑몰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멋지고 먹을 것도 많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새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쇼핑몰 안으로
들어왔어요. 철새는 미셸과 에두아르에게
경이로운 바깥세상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죠.
처음에 미셸과 에두아르는 쇼핑몰이 더 좋다며
철새의 말을 무시하지만, 철새가 떠나고 나자
어쩐지 바깥세상이 궁금해졌어요. 둘은 철새를
찾아 바깥으로 나서고, 태양과 바람과 광활한
하늘을 접하게 되죠. 이제 미셸과 에두아르는
자유와 자연을 더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아랍어, 중국어 간자체

미레트

넓은 세상을
발견하고 싶었던
두더지
델핀 타르틴
올리비에 뤼블롱
아이들이 인생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돕는 이야기.

작은 두더지 미레트는 넓은 세상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었어요. 미레트는 배낭
속에 치즈 케이크와 두더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담고 이곳저곳을 여행하기 시작했죠. 여행을
하며 많은 동물을 만나고, 동물들의 다양한
생활 방식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사이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은 미레트는 식당을 열기로 하는데…
9782371650350 | 2018 | 40쪽
24x24 cm | 13.00 €

9782371650206 | 2017 | 32 pages
23x23 cm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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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papa est une sardine

Ours ours ours

우리 아빠는
정어리예요

세실 클레르
비올렌 코스타
정어리 통조림 속에서
아빠를 발견한다면? 아빠를
찾는 한 아이의 여행.

학교에 간 첫 날, 아이는 반 친구들이 아버지에
대해 묻자 혼란스러웠어요. "너희 아빠는 어디
계셔?" 친구들이 물었죠. "아빠는 바다로 가셨어.
우리 아빠는 정어리거든." 아이는 부끄러웠지만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믿지 않았고, 아이에게 거짓말쟁이라며
손가락질했죠. 결국 아이는 아빠를 찾으러
바다로 떠나는데…

RIGHTS SOLD

슬로바키아어로 출판됨
9782371650183 | 2017 | 32쪽
23x23 cm | 13.00 €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곰, 곰, 곰
"옛날 옛적에 빙원에 곰이 한 마리.... 아니, 두
마리... 아니, 숲속에 곰이..." 대체 이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이야기가 끝을 맺을
수는 있는 걸까요? 결국 책 속의 백곰과 갈색곰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기로 합니다.
9782371650527 | 2021 | 32쪽
21x29 cm | 14.00 €

카미유 티스랑
책 속의 북극곰으로
사는 일도 쉽지만은
않답니다, 휴!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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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ère Fouettard et Saint Nicolas

Radegonde et la Grand'goule

페르
푸에타르와
생 니콜라
비올렌 코스타
페르 푸에타르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진짜

매년 생 니콜라는 착한 아이들에게 찾아가
사탕을 잔뜩 나누어준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탕을 먹은 아이들의 이가 썩지 않도록
칫솔질을 해주는 건 누굴까요? 바로 페르
푸에타르랍니다!
9782371650541 | 2020 | 36쪽
23x23 cm | 14.00 €

페르 푸에타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라드공드와
드래곤
강둑에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에 드래곤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창의적이고 용감한 소녀 라드공드는 악랄한
드래곤을 물리치기로 결심하는데... 그러나 책을
뒤집어서 다시 보면, 드래곤의 시선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나이마
안 말레르

9782371650077 | 2015 | 40쪽
23x23 cm | 13.00 €

무시무시한 드래곤이
도시를 위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그
반대가 아닐까요?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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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k pou et les poux migrateurs

S'unir c'est s'accepter :
Une histoire de poules

머릿니
릭의 모험

로랑 카르동
머릿니 릭은 세계 일주를
꿈꾸며 지나가던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얍!

용감하고 작은 어린 '머릿니' 릭은 전 세계를
여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머리에서 저 머리로
돌아다니며 릭은 이상한 머릿니들을 잔뜩
만났답니다. 불평쟁이 머릿니, 다정한 머릿니,
미친 머릿니, 일 중독자 머릿니, 게으른 머릿니.
그리고 이 모든 머릿니들이 함께 위험의 회오리
속에 휩쓸리게 되는데…

RIGHTS SOLD

덴마크어로 출판됨
9782371650244 | 2017 | 56쪽
25x35 cm | 16.00 €

단결이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닭 왕국 이야기
로랑 카르동
검은 닭 마리네트는 붉은
닭이되고 싶었어요. 다른
닭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닭 왕국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검은색 닭 마리네트가
붉은색으로 깃털 색깔을 바꾸고 싶다고 고백한
거예요! 매우 놀란 왕국의 닭들은 열띤 논쟁을
시작했어요. 어떤 닭은 논쟁거리도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검은색 닭은 검은색이어야
한다고요. 결국 닭들은 모두가 원하는 모습으로
꾸미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대규모 카니발 퍼레이드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닭
왕국의 파티에 초대합니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폴란드어, 이탈리아어

9782371650640 | 2020 | 44쪽
25x35 cm | 16.00 €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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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ir c'est se mélanger :
Une histoire de poules

S'unir c'est se relayer :
Une histoire de poules

단결이란 서로
어우러지는 것

단결이란
함께 하는 것

어느 날 아침 닭장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흰
수탉 마르셀이 사라진 거예요! 닭들은 여우의
짓이라고 확신했죠. 검은 닭, 붉은 닭, 흰 닭이
함께 모여 행동에 나섭니다. 닭들은 군대를
만들어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위계
관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누가 군대를
이끌어야 할까요??

병아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암탉은 알 위에
앉아서 알을 따뜻하게 유지해주어야만 해요.
그러나 그 일은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암탉들을 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탉이 참여하게 하는 건 어때요?

닭 왕국 이야기

로랑 카르동
권력, 민주주의, 사회
속 개인의 위치에 대한
재미있고 지적인 우화.

RIGHTS SOLD

10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중국어
번자체, 이탈리아어, 아랍어, 한국어…

FIND OUT MORE

닭 왕국 이야기

로랑 카르동
알을 품어야 하는 부모 닭의
일과, 함께 한다는 것에
관한 재치 있는 우화.

RIGHTS SOLD

7개 언어로 출판됨: 카탈로니아어, 중국어
간자체, 한국어, 스페인어, 터키어 등
9782371650411 | 2019 | 42쪽
25x35 cm | 16.00 €

> 프랑스에서 24000부 판매
> 2017-2018 Les Incorruptibles 상/ 2016
Cultura 최고의 그림책 상/ 2017 Feu Follet 상
9782371650114 | 2016 | 52쪽
25x35 cm | 16.00 €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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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poulpe a les idées bien encrées

Un amour de dino

문어 티,
잉크로 할
수 있어요
로랑 카르동
헤엄을 치려다 다리가
꼬여버리는 어설픈 문어를
놀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어 '티'는 엄마 덕분에 걷는 법, 헤엄치는 법,
입으로 잉크를 뿜어내는 법을 배웠어요. 티는
단순히 적을 쫓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도 잉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티는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9782371650374 | 2018 | 52 pages
26x17 cm | 12.00 €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공룡의
사랑
"날 얼마나 사랑해?" 공룡 부인이 공룡 남편에게
물었어요. "나는 거대한 디플로도쿠스만큼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향한 사랑은
트리케라톱스보다도 크고, 또... " 공룡 남편의
대답은 계속되었어요. 사랑을 말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니까요.

밥티스트 푸오
흔치 않은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는
법을 배우는 그림책!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
9782371650275 | 2018 | 24 pages
16x16 cm | 9.00 €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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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ou

Vodou : coloriages

부두교

부두교
컬러링북

흔히 무서운 이미지로 생각되는 부두교 문화의
역사, 의식, 신자들에 관해 편견 없이 접근한 책!
노예의 역사에서부터 현대 무용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루이지애나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그림으로 알아보는 부두교의 역사.

샹고의 튜닉이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라면
어떨까요? 뱀 '단'의 비늘이 무지개색이라면?
좀비가 보라색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요?
결정은 아이들의 손에 달려 있답니다. 마음껏
색칠해보세요!

RIGHTS SOLD

스웨덴어로 출판됨

카미유 티스랑

9782371650459 | 2019 | 32쪽
25x25 cm | 14.00 €

카미유 티스랑

부두교의 문화를 편견 없이

부두교 문화가 담긴

설명한 다큐멘터리 그림책.

흥미로운 컬러링북.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9782371650480 | 2019 | 28쪽
25x25 cm | 9.00 €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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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pizootie

동물원에 가요
오늘 B 선생님의 반은 동물원에 갔어요.
아이들은 동물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고릴라는 숨바꼭질을 좋아하고, 여우원숭이는
파이를 두고 싸우고, 큰 고양이는 기막힌 재즈
연주를 할 수 있다고요? 펭귄은요? 펭귄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어 한다고요? 정말이에요,
어른들이 그랬는 걸요!

마르탱 맥케나

9782371650497 | 2020 | 32쪽
23x23 cm | 14.00 €

우리 사회 속 동물의 자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동물원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그림책.

해외 저작권 Alexandra Kiffer : alexandra@perefouett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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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r peur

La Famille Puzzle : Petites chroniques
d'une famille recomposée

두려움

스테파니 베르모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두렵게 하기도 한다. 어떤 두려움은
개별적이고, 어떤 두려움은 보편적이다.
우리는 홀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집단으로
두려워하기도 한다. 두려움은 인간 존재에
내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수치를 느끼며 부정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곤 한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보내는 효과적인 신호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RIGHTS SOLD

2개국에서 출판됨: 중국 (Duku),
이집트 (Dar-Altanweer)

퍼즐 패밀리
재구성된 가족의
작은 연대기

파스칼 부조
재구성된 가족은 퍼즐과도
같다. 퍼즐 조각들은
각자의 자리를 찾을 수

재혼 등으로 재구성된 한 가족의 연대기를
그려낸 독특한 작품으로, 코믹하고 짜증 나고
다정하고 폭발 직전의 다양한 상황을 오가는
가족의 일상의 순간들을 그려낸, 스케치와도
같은 흑백 그래픽 노블이다. 물론 가족들과 함께
읽으면 더욱 재미있다!
9782374251998 | 2020 | 96쪽
15x21 cm | 15.00 €

있을 것인가.

9782917770405 | 2012 | 160 pages
12x20 cm | 10.00 €

해외 저작권 Christian Voges : vogesforeignrights@gmail.com

해외 저작권 Christian Voges : vogesforeignright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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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déconnexion

Mission récup'

연결을 끊어라

로랑스 브릴
레오 루이 오노레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의

로랑스 브릴은 20년 넘게 현대인의 디지털 문화
사용을 중점적으로 관찰해온 저널리스트다.
저자는 뉴스 또는 인덱스, 온라인 친구, 디지털
문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상의 괴롭힘
등 디지털 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제에 대해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이 책은 디지털 문화가 낳은 또 하나의 명백한
문제인 환경 오염을 다루며 디지털 문화의
영향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을 넓혀준다.
9782374252339 | 2020 | 40쪽
14x19,6 cm | 8.00 €

삶과 지구를 오염시키는

재활용으로
만들기

뱅시안 오코모
클레르 르 갈
버리고 낭비하는 대신
재활용해서 만들면 어때요?

저자 뱅시안 오코모는 아이들이 재활용의 예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창의성의 길로 인도한다. 낡은
옷을 바느질해서 다른 물건으로 재탄생시키기,
비닐봉지로 뜨개질하기, 골판지 상자로 가구
만들기 등 다양한 종류의 재료로 공예품을
만들거나 기발하게 활용하는 법을 제공하며,
어린이 독자들이 차근차근 따라 할 수 있도록
삽화를 통해 만들기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9782374251905 | 2019 | 40쪽
14x19,6 cm | 8.00 €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작은 가이드북.

해외 저작권 Christian Voges : vogesforeignrights@gmail.com

해외 저작권 Christian Voges : vogesforeignright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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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 드 레쉬퀴에 www.ruedelechiquier.net
Renard se jette à l'eau

물에
뛰어든 여우

플로리안 리카르
피브르 티그르
어린이들이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돕는 생태 우화.

부아쟁사의 새로운 청소용 세제는 기능이
훌륭합니다. 조금은 지나치게 훌륭한 것 같기도
하군요. 세제에 닿기만 하면 무엇이든 전부
녹아버리니까요. 다행히도 우리의 여우가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독성 세제가 하수구를
통해 빠져나와 강물로 흘러드는 것을 본 여우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일단
흘러들기 시작하면 막을 재간이 없는데... 과연
여우는 독성 물질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RIGHTS SOLD

폴란드에서 출판됨 (Format)
9782374251004 | 2018 | 40쪽
17x20,5 cm | 12.90 €

해외 저작권 Christian Voges : vogesforeignrights@gmail.com

6...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2021 서울국제도서전 8 개 주제별 카탈로그

어린이·청소년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문학 과학·기술·의학 인문사회·에세이 영어덜트

살바토르 www.editions-salvator.com
Jésus

예수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절이며 친구를
구하는 자이며 악을 이기는 자이자 훌륭한
이야기꾼이시다. 이 책에 실린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가장
큰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9782706716461 | 2018 | 45쪽
15x27 cm | 12.00 €

조엘 샤베르
마르셀리노 트뤼옹
아이들의 첫 영성체를
위한 최고의 그림책.

해외 저작권 François Hilaire : droits-etrangers@editions-salva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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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lleurs

다비드 귀용
엘렌 크로슈모르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Blanche-Neige et les 77 nains

다른
나라에서

백설공주와 77
명의 난쟁이들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은 작은 군인이야. 너희
나라에서 아이들은 작은 장난감 군인을 가지고
놀겠지."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나는 그저 죽는 게 무서워. 너희 나라는 항상
평화롭고, 더 잘 사는 법에 대해 생각하겠지?"
다비드 기용의 시적인 글과 엘렌 크로슈모르의
강렬한 그림이 더해져, 어디에 살고 있든
꿈꾸기를 잊지 않는 세상 모든 아이들의 희망과
드라마를 보여주는 책이다.

옛날 옛적, 백설공주라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백설공주는 사악한 마녀에게서
도망쳐 77명의 난쟁이들이 사는 집에 숨어 살게
되었는데,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받아 주는
대신 집안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가사 노동과 난쟁이들의 변덕에 지친
백설공주는, 드디어 사과를 먹고 잠들 수 있어서
기쁠 따름이었답니다!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Panamericana)
9782362662744 | 2019 | 30쪽
22,5x30 cm | 15.00 €

다비드 칼리
라파엘 바르바네그르
유머러스하게 재탄생한
명작 동화.

RIGHTS SOLD

5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Taiwan Mac - Beijing Cheerfly Century),
한국어 (Jihaksa), 이탈리아어 (EDT),
스페인어 (Anaya)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7000부 판매
> 연극화
9782362661372 | 2016 | 32쪽
24x26 cm | 15.00 €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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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drillon et la pantoufle velue

Clic et Cloc

털 슬리퍼를
신은 신데렐라

다비드 칼리
라파엘 바르바네그르
매력적인 왕자님같은 건
없어! 신데렐라는 자신만의
일을 찾아 용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하는데…

클릭과 클록
클릭과 클록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들은 한 번도 서로를 떠난 적이 없답니다.
어느 날 클록이 돌연히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당황한 클릭은 클록을 찾아 떠납니다. "클록을
보셨나요?" 클록이 곁에 없으면 더는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클릭. 과연 클릭은
여전히 클릭일까요?

옛날 옛적에, 끔찍한 시어머니와 훨씬 더
끔찍한 시누이들과 함께 살았던 한 가난한
소녀가 있었답니다. … 혹시 여기까지 듣고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나요? 아름다운 마차,
반짝이는 드레스, 멋진 구두? 땡! 틀렸어요. 이
책 속의 신데렐라는 이상한 순무 마차를 타고,
못생긴 드레스에 털 슬리퍼를 신고 무도회장에
간답니다. 그렇다면 왕자는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글쎄, 멋진 건 이름뿐인 왕자였다니까요.

가끔은 서로 멀어져 보아야

RIGHTS SOLD

진짜 친구가 되는 거야.

5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Taiwan Mac - Beijing Cheerfly Century),
한국어 (Jihaksa), 이탈리아어 (EDT),
스페인어 (Anaya)

RIGHTS SOLD
에스텔 비용 스파뇰

3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Phei),
한국어 (Yeoyoudang), 포르투갈어
(Brinque Books, Brazil)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5000부 판매
9782362662348 | 2018 | 40쪽
18x26 cm | 15.00 €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5000부 판매
> 연극화
9782362661952 | 2017 | 32쪽
24x26 cm | 15.00 €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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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xomè

En cas d'attaque

왕의
아마조네스

얀 파스티에
단소메 왕국의 전설적인
여성 군사들을 조명하며,
남아프리카 식민지화의 한
단면을 그려낸 이야기.

1892년 단소메 왕국. 단소메 왕국은 후에
단호메이의 식민지였다가 결국은 베냉이
되는 곳이다. 프랑스는 단소메 왕의 군대를
지원하던 독일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단소메로 군대를 보낸다. 프랑스
파견군의 군의관은 자신의 아들 알렉스를
남자답게 만들려는 생각으로 군대에 편입시켜
함께 떠나는데... 당시 단소메 왕의 군대는 흔치
않은 용맹함을 뽐내는 여성 군사들로 유명하여
두려움의 대상이었음은 물론, 유럽에서 <왕의
아마조네스>이라고 불리우곤 했다.

경계하라!

세브린 위게
매력 넘치는 여주인공이
전달하는 평화주의에 관한

외딴 숲속, 아직 한 번도 공격받은 적이 없는
성을 지키는 군대가 있었어요. 병사들은 어느새
성을 지키는 일을 잊고 말았어요. 병사들이
모두 낮잠만 자고 있을 때, 딱 한 명의 여성
병사만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해
깨어있었어요. 그녀는 차라리, 게으르게
어슬렁거리고 나무에 해먹을 걸고 음악을
연주하는 데 최적화된 새로운 군대를 만들기로
했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저 멀리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었는데…
9782362663567 | 2020 | 36쪽
20x26 cm | 15.00 €

교훈.

9782362663628 | 2020 | 288쪽
14,8x21 cm | 16.00 €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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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르와 망드라고르

탈랑 오 www.talentshauts.fr
Esther et Mandragore :
Une sorcière et son chat

Faut pas pousser Mamie et Papi
dans les orties

에스테르와
망드라고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마녀와 그녀의 고양이

소피 디외에드
마리 피에르 오두
기발한 마녀와 불평쟁이
고양이로 구성된
놀라운 듀오!

마녀 학교에서 이벤트가 열렸다. '호기심 1등'
상을 수상한 1학년 에스테르는, 인간들이 사는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통행권을 상품으로
받는다. 평소에는 낮잠만 자던 에스테르의
고양이 망드라고르도 기뻐하고, 둘은 조에의
고양이를 되찾는 일을 돕기로 한다. 그리고
에스테르와 망드라고르 앞에는 다양한 마법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엄청난 모험이 펼쳐지는데…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우크라이나어 (Nasha
Idea), 스페인어 Latin America (Zig-Zag)

FIND OUT MORE

엘리자베트 브라미
에스텔 비용 스파뇰
세상 모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위하여.

"우리 할아버지는 '할부지'나 '할아비'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 할머니는 할머니의 날을
싫어해요.", "할부지랑 저는 책을 좋아해요!".
손자들이 조부모에 관해 이야기하는 흔치
않은 책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있다. 나이도 다르고 (아직 은퇴하지
않은 조부모도 있다!), 고향도 다르고 (특별한
억양으로 말하는 조부모님도 있다), 취미도
다르다 (조부모님들이 전부 뜨개질만 좋아하는
건 아니다). 다양한 모습을 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등장하는 따뜻한 앤솔러지.
9782362663819 | 2020 | 32쪽
17x21 cm | 14.00 €

> 프랑스에서 11000부 판매
9782362661396 | 2016 | 128쪽
14x21 cm | 9.90 €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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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me pas être belle

J'aime pas le foot

예뻐지고
싶지 않아

스테파니 리샤르
그웨나엘 두몽
하늘하늘한 옷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아이들을 위하여!

저는 예뻐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학교에
가기 전에 엄마는 제 원피스가 잘 다림질되었는지,
제 머리카락이 잘 손질되었는지, 스타킹은
제대로 신었는지, 신발은 반짝반짝 광이 나는지
검사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처럼 반복되는
행사는요, 엄마가 "어머 우리 딸 너무 예쁘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이요. 제가 웃긴 눈을
하거나 코를 파는 건, 엄마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RIGHTS SOLD

베트남어로 출판됨 (Kim Dong)
9782362661471 | 2016 | 32쪽
15x19 cm | 11.50 €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축구가 싫어요

스테파니 리샤르
그웨나엘 두몽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아이들을 위하여!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빠는
정말 좋아하죠. 매주 일요일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축구 연습을 하러 가야 해요." 뤼시앵은
축구도, 축구 연습도, 공을 쫓아 뛰어다니는
것도 싫어한다. 어느 날, 골키퍼로 훈련을 하던
뤼시앵은 날아오는 공을 너무나도 우연히
멋지게 머리로 막아낸다. 코치와 팀 친구들은
뤼시앵이 축구 선수로서 빛나는 재능이 있다고
추켜세우는데, 문제는 뤼시앵은 정말이지
축구가 싫다는 것이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베트남어 (Kim Dong),
스웨덴어 (Bokforlaget Hagas)
9782362661341 | 2015 | 32쪽
15x19 cm | 11.50 €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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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déclaration des droits des filles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s garçons

소년 권리 선언문

소녀
권리 선언문

엘리자베트 브라미
에스텔 비용 스파뇰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단다.

프랑스 인권 선언의 형식으로 작성된 15개 조항
선언문. 각각의 조항은 여자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고정관념들을 다루고 있다. 외모에 대한
방향성, 여자아이들의 학업 능력에 대한 편견,
여성적인 행동이나 취향에 대한 고정 관념 등.
각 조항이 재치 있는 장면들로 그려져 유머와
판타지로 가득한 15편의 짧은 만화처럼 구성된 책.

RIGHTS SOLD

10개 언어로 출판됨: 영국/아일랜드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girls, Little Island),
남미 (La declaración de los derechos de las niñas,
Tecolote), 터키어 (Kız Çocuk Hakları Bildirgesi,
Yapi Kredi Yayinlari), 이탈리아어 (La dichiarazioni
dei diritti delle femmine, Lo Stampatello),
베트남어 (Kim Dong)...

엘리자베트 브라미
에스텔 비용 스파뇰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할 수 있는
남자아이들의 권리 선언서.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들처럼 울고 싶을 때 울고,
인형을 가지고 놀고, 핑크색 옷을 입고, 좋아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껏 좋아할 권리가 있다. 프랑스
인권 선언의 형식으로 작성된 15개 조항의 선언문.
각각의 조항은 남자아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고정관념들을 다루고 있다. 용감하고 힘이 세야
한다는 기대, 학업 능력에 대한 고정 관념, 남성적인
행동과 취향에 대한 편견 등, 각 조항이 재치 있는
장면들로 그려져 유머와 판타지로 가득한 15편의
짧은 만화처럼 구성된 책이다.

RIGHTS SOLD

10개 언어로 출판됨: 영국/아일랜드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girls, Little Island),
남미 (La declaración de los derechos de las niñas,
Tecolote), 터키어 (Kız Çocuk Hakları Bildirgesi,
Yapi Kredi Yayinlari), 이탈리아어 (La dichiarazioni
dei diritti delle femmine, Lo Stampatello),
베트남어 (Kim Dong)...

FIND OUT MORE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4000부 판매

> 12000부 판매됨 (프랑스)

9782362661068 | 2014 | 40쪽
15x21 cm | 12.50 €

9782362661075 | 2014 | 40쪽
15x21 cm | 12.50 €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6...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2021 서울국제도서전 8 개 주제별 카탈로그

어린이·청소년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문학 과학·기술·의학 인문사회·에세이 영어덜트

탈랑 오 www.talentshauts.fr

탈랑 오 www.talentshauts.fr
La guerre des jupes

이자벨 로시뇰
에바 루셀
루이즈와 친구들은 쉬는
시간마다 남자아이들이
하는, 여자아이들의 치마를
들어올리는 성차별적인

Le grand bain

치마 전쟁

수영 수업

학교 운동장에서는 매일 같은 일이 벌어진다.
테디와 남자아이들 무리는 여자아이들의 치마를
들어올리는 장난을 가장 좋아하는데, 루이즈와
친구들이 희생양이 되곤 한다. 루이즈와
친구들은 힘을 모아 '우치건말(우리의 치마를
건드리지 말아줘!)' 이라는 모임을 결성해서
대항하기로 하고, 드디어 남자아이들은
반성하며 성차별적인 놀이를 멈추게 된다.

초등학교 2학년 교실의 첫 번째 수영 수업 날.
수영을 잘하는 알릭스와 폴랭은 얼른 수영장에
뛰어들고 싶을 뿐이야. 반면에 물을 무서워하는
니코는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만 '수영 상급반'에 등록하고 말았어. 하지만
니코는 수영 수업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곧 깨닫게 되지.
도리앙은 자기 몸이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수영복 차림이 부끄러웠고, 비올레트는 몸에
난 사마귀가 싫었고, 아산은 젖꼭지가 세
개라서 부끄러웠어! 과연 니노는 사실은 물을
무서워한다고 친구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을까?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La guerra de las faldas, Zig-Zag).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3000 부 판매
9782362663406 | 2019 | 48쪽
13,5x18 cm | 7.00 €

마리 렌 푸케
폴린 뒤아멜
어른들도 자신의 추억이
떠오를 법한, 학교 수영
수업 날의 예민한 풍경.

9782362663635 | 2020 | 64쪽
13,5x18 cm | 8.00 €

놀이를 없애기 위해 힘을
모은다.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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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euple du chemin

Le renard et la couronne

길 위에 선
사람들

마리옹 아샤르
아마존의 원시 부족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두
아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아마존의 열대우림 깊은 곳, 한 원시 부족이 산림
벌채 기업의 불도저와 마주하게 된다. 기업의
인부들은 부족 사람들을 모조리 살육하는데, 두
자매 로카와 다보카만이 살아남는다. 인부들은
자매를 도시로 데려가 보살핀다. 동생 로카는
새로운 도시의 삶에 적응해가지만, 언니 다보카의
머릿속에는 숲으로 돌아가 친족들을 만나서 원래의
삶과 자유를 되찾고 싶은 생각뿐이다.

RIGHTS SOLD

독일어로 출판됨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8000부 판매
> Dimoitou 도서상 선정 (2017)/ 생테티엔
도서전 아동문학상 선정 (2017) / 내일을 위한
도서상 선정 (환경도서상, 2018) / BermondBoquié 도서상 선정 / Atlantide (2018) /
랭스 어린이 선정 우수 도서 (2018) /
브리브 도서전 12-14 도서상 선정 (2017)

여우와 왕관
19세기 달마티아. 열 살이 된 아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길 위를 떠돌기 시작하고, 뒨자라는
매혹적인 리더가 이끄는 거리의 아이들 무리에
합류하게 된다. 불행, 입양, 프랑스에서의 생활,
결혼, 뒨자와의 놀라운 재회,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발견하는 긴 여정... 아나는 통과 의례와도 같은
모험을 겪으며 성장하고, 정치적인 자각과 자기
확신과 사랑에 대해 점차 눈을 뜨게 된다.

얀 파스티에
평범하지 않은 운명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아나의 이야기.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6000부 판매
> Millepages 도서상 (2018)/
Libr'à Nous 도서상 선정 (2019)

9782362662386 | 2018 | 544
15x22 cm | 16.00 €

9782362661594 | 2017 | 96쪽
14x21 cm | 12.00 €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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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petites filles cruelles

MR. 탕
카롤린 휴
플리츠 스커트 뒤로
잔인함을 숨긴 15명의

Mousse

무서운 소녀들

동굴의 무스

어린 소녀들이 천사 같다고 누가 그래?
구불구불한 머릿결과 장밋빛 뺨을 가졌다고 해서
언제나 다정하고 순종적이지는 않아. 남동생
괴롭히기, 금붕어 망가뜨리기, 인형 고문하기...
위르쉴라, 자지, 필로멘과 그 친구들은 어여쁜
미소 뒤에 잔인함을 숨긴 소녀들이야! Mr.탕과
카롤린 휴가 기발한 유머로 그려낸 독특한
이야기.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무스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아침이었죠." 동굴에 숨어 살던
무스는 오른쪽 왼쪽을 잘 살피고 나서, 처음으로
세상으로 나갔어. 무스는 놀라운 여정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어리숙하게 부딪히고, 친구를
사귀고, 적도 만나고, 그리고 마침내 밤이 되어
아름다운 우정과 새로운 경험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거야.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3500부 판매
9782362663802 | 2020 | 40쪽
20x26 cm | 14.90 €

무서운 소녀들에 관한

에스텔 비용 스파뇰
오늘은 무스가 아침 식사
거리를 찾으러 동굴 밖으로
나갈 차례야.

RIGHTS SOLD

브라질 저작권 판매 완료
(Atalante Editores LTDA)
9782362663574 | 2020 | 32쪽
26x21 cm | 15.00 €

색다른 이야기.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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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re-Eustache

Tout pour devenir une sorcière :
Petit guide à l'husage des princesses
qui s'ennuient

귀족 고양이
피에르

솔렌 아양마
KMIE.
겉으로 보이는 거만함
뒤에 다정함과 유머를

피에르 외스타슈는 일반 고양이들과는 달라.
유서 깊은 남작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 고양이
피에르는 지금까지 우아하고 편안한 삶밖에는
모른 채 살았지. 그랬던 피에르는 릴라에게
입양되고, 북적이는 가족생활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어. 한편, 릴라는 도넛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웃과 사랑에 빠지고,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9782362663376 | 2020 | 128쪽
14x21 cm | 9.90 €

마녀가
되는 법

지루한 공주를 위한
마녀 되기 안내서
미리암 다만
모레앵 푸아뇨네크
지루해하는 공주님을
신나는 마녀로

숨긴 매력적인 귀족 고양이

변신시켜주는 필수적인

피에르 외스타슈의 모험

안내서!

이야기.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진짜이기도 가짜이기도 한, 96쪽 분량에 담긴
10단계의 배꼽 잡는 실용 안내서. 마녀로 직종
변경 중인 공주님들은 이 책을 통해 왕자님에게
들키지 않고 빠져나가는 방법부터 수정 구슬을
구동시키려면 필요한 무선인터넷의 속도, 마녀
냄비 관리법까지(꼭 부드러운 스펀지로 닦을
것!), 마녀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9782362662584 | 2019 | 132쪽
14,8x21 cm | 12.00 €

해외 저작권 Florence Pariente : ttipiagency@gmail.com
수출 Andrea Gabayet : andrea.gabayet@talentshaut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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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activités sans écran :
Pour occuper les enfants

Couper, coller, dessiner :
100 projets pour expérimenter,
rêver, créer avec vos enfants

스마트폰
없이 즐기는
50가지 놀이

자르고
붙이고 그리자

아이와 함께 꿈꾸고 실험할 수
있는 100가지 창작 프로젝트!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클로드 뤽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이도 재미있게 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말이나 방학 동안 아이들의 호기심과 뇌를
자극하고 몸을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활동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부터 눈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책에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실내 및 야외 활동, 여행 등 다양한
활동 아이디어는 물론, 재미있는 이야기, 퍼즐,
수수께끼가 보너스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라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서 스마트폰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9782711425860 | 2020 | 96쪽
17x24 cm | 9.90 €

해외 저작권 Sarah Larsen : slarsen@vigot.fr 수출 Romain Vigot : rvigot@maloine.fr

마리 라우지
아이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키워주세요.

수많은 창작 아이디어로 가득한 이 책과 함께,
아이의 몸속에 잠들어 있는 예술가의 영혼을
깨워보세요. 이 책을 통해 아이는 회화, 조각,
오리고 붙이기 등 다양한 종류의 창작 매체를
탐험하고 색상의 조화, 시점, 대칭 등 기초적인
미술 기법들을 모두 배울 수 있답니다. 아이에게
영감을 주고 호기심과 창의성을 북돋아 줄
방법을 찾는 부모님들에게 이상적인 책으로,
아이들은 자신만의 예술을 표현하며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
9782711425594 | 2019 | 160쪽
25x25 cm | 19.90 €

해외 저작권 Sarah Larsen : slarsen@vigot.fr 수출 Romain Vigot : rvigot@maloin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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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manuel du jeune aventurier :
Exploration et découverte de la nature

어린 탐험가를
위한 안내서
자연의 탐험과 발견

클로드 뤽스
즐겁고 안전하게 야외를
탐험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워보세요.

아이들이 자연을 즐기고 탐험하도록 격려하고자
하는 모든 부모에게 필수적인 책이다. 나침반이나
연 등 자연 탐험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
실려 있으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구별하는
법, 불 피우는 법이나 낚시하는 법 등 숲에서
생존하는 기본적인 능력들을 알려준다. 화려한
삽화와 풍부한 아이디어로 가득한 이 책은, 어린
탐험가들을 양성하는 충실한 안내서이다.
9782711421992 | 2016 | 192쪽
21x27 cm | 14.90 €

해외 저작권 Sarah Larsen : slarsen@vigot.fr 수출 Romain Vigot : rvigot@maloin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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