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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콜 데 루아지르에콜 데 루아지르

  자정 이후 (제1권)  자정 이후 (제1권)

  고전 문학을 읽었습니까?  고전 문학을 읽었습니까?

  비포칼립스  비포칼립스

  파란 개  파란 개

  다그프리드  다그프리드

  닥터 포포브  닥터 포포브

  팔로미노, 천천히!  팔로미노, 천천히!

  가능성의 시대  가능성의 시대

  노래하는 곰  노래하는 곰

  우주 그네  우주 그네

  낮잠 오두막  낮잠 오두막

  폭풍우가 오고 있어!  폭풍우가 오고 있어!

  독  독

  별의 성 (제5권)  별의 성 (제5권)

  작은 미니미의 커다란 책  작은 미니미의 커다란 책

  삶의 작은 행복  삶의 작은 행복

  나쁜 말 경연대회  나쁜 말 경연대회

  리제트의 거짓말  리제트의 거짓말

  행운의 다람쥐 조이  행운의 다람쥐 조이

  베이비시터와 리틀 피플  베이비시터와 리틀 피플

  북극곰 밀로  북극곰 밀로

  미란다 초콜릿  미란다 초콜릿

  미션 매머드  미션 매머드

  변덕쟁이 아르튀르  변덕쟁이 아르튀르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갖고 싶어요!

  소녀의 발을 자르지 말라  소녀의 발을 자르지 말라

  리틀 뱀파이어 (제1권)  리틀 뱀파이어 (제1권)

  피켈리 미무  피켈리 미무

  소뵈르와 아들들 (제6권)  소뵈르와 아들들 (제6권)

  생쥐 시도니  생쥐 시도니

  실렉스  실렉스

  티기당케  티기당케

  조약돌은 어디에서   조약돌은 어디에서 
왔을까?왔을까?

  밤의 늑대  밤의 늑대

  조금, 많이  조금, 많이

www.ecoledesloisir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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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 이후 자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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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 이후  자정 이후  
(제1권)(제1권)
파스타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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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vez-vous lu les classiques  
de la littérature ?

고전 문학을 고전 문학을 
읽었습니까?읽었습니까?
쥘 베른과 함께 '해저 2만리'로 떠나보자. 스테판 
츠바이크와 함께 '여성 삶의 24시'를 살아 
보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과 함께 '지킬 
앤 하이드'의 광기를 느껴보고, 에르베 바쟁과 
함께 '살모사를 손에' 넣어 보자. 그 외에도, 
알랭 푸르니에의 '대장 몬느', 잭 런던의 '마틴 
에덴',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 안데르센의 
'황제 폐하의 새옷', 장 아누이의 '안티고네', 
도스도예프스키의 '죄와 벌' 등 수많은 고전 
명작을 만날 수 있는 책.

뤼 드 세브르 | 9782810217540 | 2020 
168쪽 | 15,2x21,5 cm | 14.00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솔다드 브라비
파스칼 프레

여기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클레망틴 멜루아
뤼디 스피에세르

늑대 인간, 난쟁이 요정, 
세이렌, 식인귀, 뱀파이어, 
미라… 자정 이후, 이들이 
깨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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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ocalypse

비포칼립스비포칼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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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en Bleu

파란 개파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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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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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나자

파란 개야, 생일 축하해!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아리엘 올즐

세상의 끝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살아남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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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프리드 다그프리드

 Dagfrid : A Thor et à travers

다그프리드다그프리드
토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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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teur Popov

닥터 포포브닥터 포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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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도로테 드 몽프레

강아지들의 새로운 모험.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아녜스 마티외 도데
올리비에 탈렉

"언젠가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면, 우리의 아이들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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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미노 팔로미노

 Doucement, Palomino

팔로미노, 팔로미노, 
천천히!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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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âge des possibles

가능성의  가능성의  
시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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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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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마리 샤르트르

세상은 너무나 크고, 우리 
앞에는 무한한 기회가  
놓여 있다.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마티외 모데
미카엘 에스코피에

달려, 팔로미노, 달려! 
우리가 사랑하는 조랑말 
팔로미노와 어린 소녀의  
두 번째 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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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rs qui chante

노래하는 곰노래하는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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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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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balançoire de l'espace

우주 그네우주 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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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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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엘라 샤르봉
장 르로이

우주 그네를 타고  
별까지 가볼까?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에밀 자둘

달과 별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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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cabane à dodo

낮잠 오두막낮잠 오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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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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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tempête arrive !

폭풍우가  폭풍우가  
오고 있어!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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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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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크리스틴 다브니에
막달레나

서로 돕고 나누는 일에  
관한 이야기.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프레데릭 스테르

낮잠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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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부 핵심부

 La Venin

독독
1900년, 오하이오의 오일 타운. 탄화수소가 
뒤섞인 기름진 이 땅에서는 모두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석유와 관련된 
일을 한다. 에밀리는 어린 클레어와 함께 
이동하던 중 수잔이라는 여성을 구조해 데려와 
함께 오일 타운에 정착한다. 이곳에서 에밀리는 
메리 매카트니라는 이름으로 교사가 된다. 
사실 그녀는 오일 타운의 거대한 석유 사업을 
독점하는 기업가 드레이크를 속여 접근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드레이크야말로 
에밀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정체가 드러나고, 위기에 처한 
에밀리. 한편 에밀리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일로 인해 이성을 
잃게 된다. 현상금 사냥꾼들에게 쫓기던 그녀는 
결국 뉴욕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뤼 드 세브르 | 9782369815884 | 2020 
64쪽 | 24x32 cm | 15.00 €

 Le château des étoiles (Tome 5) :  
De Mars à Paris

별의 성  별의 성  
(제5권)(제5권)
화성에서 파리까지
프로이센의 침공으로부터 도망친 무술대는 
화성 극지의 금지된 땅 너머에 피난처를 찾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점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비스마르크의 전쟁 독수리들이 위협해온다. 
절망의 끝까지 밀려난 그들에게 해결책은 어디 
있을 것인가. 고대 화성 문명의 유물? 혹은 
새로운 전행성의 제왕 나폴레옹 3세와 동맹을 
맺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인가.

뤼 드 세브르 | 9782810204700 | 2020 
72쪽 | 24x32 cm | 14.00 €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알렉스 알리스

1873년 화성. 세라핀과 
친구들은 공주와 백성을 
호위하며 고원지대를 
지나고 있다.

만화·그래픽 노블만화·그래픽 노블

로랑 아스티에

서부극 팬이라면 꼭  
봐야할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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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미 미니미

 Le grand livre de Minusculette

작은 미니미의 작은 미니미의 
커다란 책커다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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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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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livre des petits bonheurs

삶의 작은  삶의 작은  
행복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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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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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솔다드 브라비

삶의 작은 행복들에  
관한 이야기.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크리스틴 다브니에
키미코

미니미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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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제트 리제트

 Le mot le plus gros

나쁜 말 나쁜 말 
경연대회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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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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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ette et le gros mensonge

리제트의 리제트의 
거짓말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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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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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카타리나 발크스

장난스러운 리제트의 
새로운 모험!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크리스 디 지아코모
미카엘 에스코피에

나쁜 말에 관한, 반전 
가득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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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ky Joey

행운의  행운의  
다람쥐 조이다람쥐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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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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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baby-sitteuse  
et les petites personnes

베이비시터와 베이비시터와 
리틀 피플리틀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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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알리스 뷔넬

팝컬쳐의 영향을 받은 
독창적 인 그래픽.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스테판 풀랭
칼 노락

자신을 믿고, 꿈을  
향해 달려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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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o l'ours polaire

북극곰 밀로북극곰 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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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randa Chocolat

미란다 초콜릿미란다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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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아스트리드 데스보르데

초콜릿, 지루한 일상에  
대한 저항이 되다.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쥘리에트 라그랑주
로랑 수이에

폭력에 저항하는 
평화주의자 북극곰  
밀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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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on Mammouth : Histoires naturelles

미션 매머드미션 매머드
자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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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sion p’tit déj !

변덕쟁이 변덕쟁이 
아르튀르아르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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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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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바루

엄마, 오늘 아침에는 달을 
먹고 싶어요!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자비에 로랑 프티

시베리아 평원에서 차르 
궁정까지, 아목산의 삶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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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몽 시몽

 Moi veux ça !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싶어요!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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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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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ne coupe pas les pieds d'une jeune fille

소녀의 발을 소녀의 발을 
자르지 말라자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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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타이 마르크 르 탄

존재는 무엇으로  
지속되는 걸까요?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스테파니 블레이크

오늘은 부모와 자녀 모두 
즐거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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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 뱀파이어 리틀 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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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 뱀파이어 리틀 뱀파이어 
(제1권)(제1권)
공포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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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kkeli Mimou

피켈리 미무피켈리 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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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안 브루이야르

생일 축하해, 피켈리!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조안 스파

리틀 뱀파이어 시리즈. 조안 
스파가 또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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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뵈르와 아들들 소뵈르와 아들들

 Sauveur & Fils (Saison 6)

소뵈르와 소뵈르와 
아들들 (제6권)아들들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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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donie Souris

생쥐 시도니생쥐 시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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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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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클로틸드 들라크루아

환경을 생각하는 
미니멀리스트 생쥐 
시도니의 모험 이야기.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마리 오드 뮈라이

이건 심리 치료가 아니라 
경찰 수사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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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ex

실렉스실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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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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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guidanké

티기당케티기당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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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프랑수아 수티프
바네사 시몽 카틀랭

무서울 것 없는 소녀 
티기당케 이야기.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스테판 세네가스

역대 최고의 공룡 사냥꾼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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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 étais où avant ?

조약돌은 조약돌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왔을까?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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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loup sort dans la nuit

밤의 늑대밤의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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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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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뤼디 스피에세르
클레망틴 멜루아

독자가 스토리 구성에 
참여할 수 있중 대화형 
그림책.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이방 포모

조약돌의 놀라운 시간  
여행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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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peu beaucoup

조금, 많이조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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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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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올리비에 탈렉

나무를 사랑하는 다람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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