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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질캉질

  잘 가, 나의 리노!  잘 가, 나의 리노!

  아이티에서 온 노래들  아이티에서 온 노래들

  프랑스에서 온 노래들  프랑스에서 온 노래들

  색상들의 블루스  색상들의 블루스

  캉질, 숫자를 세다  캉질, 숫자를 세다

  호랑이들의 왕 캉질  호랑이들의 왕 캉질

  마법의 오렌지 나무  마법의 오렌지 나무

  녹색 눈 고래  녹색 눈 고래

  순록의 경주  순록의 경주

  거대한 순무  거대한 순무

  시코 왕의 전설  시코 왕의 전설

  안데스의 깃털  안데스의 깃털

  물고기 여왕  물고기 여왕

  마법의 술통  마법의 술통

  나타샤의 마트료시카  나타샤의 마트료시카

  영웅 도마뱀  영웅 도마뱀

  오소 부코  오소 부코

  고양이의 선택  고양이의 선택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테야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테야

  파리의 작은 광장  파리의 작은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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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anj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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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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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 텔로니어스 프로그 탐정 텔로니어스 프로그

 Adieu, mon Rhino !

잘 가, 나의 잘 가, 나의 
리노!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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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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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moi des chansons d'Haïti

아이티에서  아이티에서  
온 노래들온 노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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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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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미미 바르텔레미 (글, 노래)
14인의 아이티 예술가

레옹 프랑수아 오프만 (영어)

위대한 아이티 예술가들이 
그린 삽화와 함께 아이티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소피 코에클랭

민감한 주제인 모피 거래를 
다룬 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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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질

  3  4  5  6  7  8  9  10  11  12   

 탐정 텔로니어스 프로그 탐정 텔로니어스 프로그

 Dis-moi des chansons de France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온 노래들온 노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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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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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 Blues dans les couleurs

색상들의 색상들의 
블루스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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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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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소피 코에클랭

인종 차별 집단의 
어리석음과 불쾌함을 
조롱하는 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브뤼노 드 라 살
소피 코에클랭

과거의 삶과 프랑스의 
역사를 전하는 노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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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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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jil compte

캉질,  캉질,  
숫자를 세다숫자를 세다
장난스럽고 영리한 드워프 캉질은 잔뜩 굶주려 
있어요. 과연 캉질은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을 
건너서 맛있는 향을 풍기는 신선한 망고를 맛볼 
수 있을까요?
RIGHTS SOLD
중국어 간자체로 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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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jil et le roi des tigres

호랑이들의  호랑이들의  
왕 캉질왕 캉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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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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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베아트리스 타나카

캉질은 어떻게 자바 
호랑이의 왕이 섬을 
침략하고 동물들을 잡아 
먹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을까?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베아트리스 타나카

장난스러운 주인공 캉질과 
함께 인도네시아 민담을 
통해 숫자 세는 법을 
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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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질

  3  4  5  6  7  8  9  10  11  12   

 L'oranger magique : Conte d'Haïti

마법의  마법의  
오렌지 나무오렌지 나무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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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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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baleine aux yeux verts

녹색 눈 고래녹색 눈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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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앙리 프티장 로제
레베카 몽사라

과들루프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이야기.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미미 바르텔레미  
(낭독, 노래)

클레망틴 바르텔레미 (그림)
레놀드 앙리 (크리올)

카리브 제도에서 구전되어 
내려온 전래 동화.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캉질

  3  4  5  6  7  8  9  10  11  12   

 La course des rennes : Un récit de Laponie

순록의 경주순록의 경주
라플란드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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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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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grosse, grosse rave : Conte ru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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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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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베아트리스 타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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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리즈 부르캥 메르카데 (낭독)
베로니크 뒤부아 (그림)
디디에 말레르브 (음악, 
FLUTE AND DRUM)

유럽의 마지막 원주민인 
사미인들의 유목 생활과 
전통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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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질

  3  4  5  6  7  8  9  10  11  12   

 La légende de Chico Rei :  
Un roi d'Afrique au Brésil

시코 왕의 전설시코 왕의 전설
브라질의 아프리카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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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Plume des Andes :  
Voyage imaginaire en terre amérindienne

안데스의 깃털안데스의 깃털
아메리카 인디언의  
땅으로 떠나는 상상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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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소피 코에클랭
베로니크 뒤부아 (그림)

우나 라모스  
(안데스 플루티스트)

아메리카 인디언의 삶에 
대한  시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베아트리스 타나카
마리아 아귀스타 로드리게스

마르티노 다 빌라 
 (노래, 낭독)

브라질의 한 가운데로의 
아름다운 여행, 그리고  
삶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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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질

  3  4  5  6  7  8  9  10  11  12   

 La reine des poissons :  
Larenn Pwason, conte d'Haïti

물고기 여왕물고기 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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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 tonneau enchanté : Conte chinois

마법의 술통마법의 술통
중국 전래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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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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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베아트리스 타나카

너무 많이 가지려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는 동화.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미미 바르텔레미(낭독, 노래)
클레망틴 바르텔레미 (그림)

레놀드 앙리 (크리올)

사랑, 용기, 마법에 관한 
아름다운 아이티 전래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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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질

  3  4  5  6  7  8  9  10  11  12   

 Les matriochkas de Natacha : Conte russe

나타샤의 나타샤의 
마트료시카마트료시카
러시아 전래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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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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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ézard, ce héros ! : Conte Zoulou

영웅 도마뱀영웅 도마뱀
흑인 전래 동화
누가 토끼의 오두막에 침략한 침입자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자칼, 재규어, 코뿔소, 코끼리? 
아니면 용감한 작은 개구리...?
RIGHTS SOLD
중국어 간자체로 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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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베아트리스 타나카

작은 친구들이 크고 힘이 센 
친구들보다 더 용감할 수 
있답니다.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노에미 콥 타나카
카티아 첸코  

(낭독, 러시아 노래)
페티아 자케 프리코프  

(발라라이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주시는 
마트료시카에 관한 
사랑스러운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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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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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so Bucco

오소 부코오소 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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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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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isque le chat est juge : Conte japonais

고양이의 선택고양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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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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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베아트리스 타나카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취향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이야기.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레베카 몽사라 (그림)
그레고아르 메르카데

지구촌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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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질

  3  4  5  6  7  8  9  10  11  12   

 Un jour je serai libre :  
Un récit du Mississippi

언젠가는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자유로워질 
테야테야
미시시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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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petit square de Paris :  
Un petit conte bien français

파리의  파리의  
작은 광장작은 광장
프랑스의 작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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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베아트리스 타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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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소피 코에클랭
스테판 코에클랭

블랙 앤 블루 (음악)

흑인 아이는 노예라는 
자신의 상황이 품은 불의를 
인식하고 자유로워지기로 
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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