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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티니에르 줘네스마르티니에르 줘네스

  오늘 하루 의사    오늘 하루 의사  
되어 보기되어 보기

  위험한 동물들  위험한 동물들

  하얀 세상  하얀 세상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꾸륵 꾸륵!  꾸륵 꾸륵!

  밤의 가스파르  밤의 가스파르

  차별  차별

  평범한 주인공  평범한 주인공

  하늘  하늘

  벽  벽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슈퍼히어로슈퍼히어로

  우리 곁의 곤충들  우리 곁의 곤충들

  새들의 날개를 지켜줘  새들의 날개를 지켜줘

  아기 원숭이  아기 원숭이

  달 팝업북  달 팝업북

  약속 (제1권)  약속 (제1권)

  전설의 인어들  전설의 인어들

  이 넓은 우주에는    이 넓은 우주에는  
우리 뿐일까?우리 뿐일까?

www.lamartinierejeunesse.fr  해외 저작권 Pascale Charpenet : pcharpenet@lamartiniere.fr

www.lamartinierejeuness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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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h dans la peau du docteur :  
Vite, tes patients t'attendent !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의사 되어 보기의사 되어 보기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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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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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imaux dangereux

위험한  위험한  
동물들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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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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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라파엘 마르탱
막심 드루앙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들에 관한 모든 것!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파스칼 프레보
안 샤를로트 고티에

직접 의사가 되어 병원의 
숨가쁜 리듬을 느껴볼 수 
있는 플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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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nc : Une histoire dans la montagne

하얀 세상하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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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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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t chez moi !

여기가 우리 여기가 우리 
집이야!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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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오로르 프티

7가지 지구 풍경이  
담긴 팝업 북!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스테판 키엘

거대한 자연의 힘에 관한 
독창적인 개념을  
담아낸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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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a gargouille !

꾸륵 꾸륵!꾸륵 꾸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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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S SOLD
중국어 간자체 저작권 판매 완료(Ronshin)

9782732492759 | 2021 | 48쪽 | 23x29 cm | 12.90 €

 Gaspard dans la nuit

밤의 가스파르밤의 가스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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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언어 저작권 판매 완료: 영어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독일어 (Knesebeck)

9782732493909 | 2020 | 40쪽 | 22x32 cm | 13.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상 순 라타나반

밤을 무서워하던 
가스파르의 감동적인 모험.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나탈리 레스카이유 물렌
리오넬 세르

소화 기관의 기능을 
탐험하는 독특하고 
교육적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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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cèlement

차별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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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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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éros ordinaires

평범한 주인공평범한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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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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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안 테랄
세바스티앙 바상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그리 평범치만은 않은 여섯 
주인공의 운명 이야기.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엠마 스트라크
마리아 프라드

세상의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에 맞서는 싸움을 
멈추지 않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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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ciel

하늘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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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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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 mur

벽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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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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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카롤린 패
에리크 퓌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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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쥘리에트 아인호른
엘렌 드뤼베르

다양한 각도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독특한 
공중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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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 père est un super-héros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슈퍼히어로슈퍼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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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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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s voisins les insectes

우리 곁의 우리 곁의 
곤충들곤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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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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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프랑수아 라세르
아멜리 팔리에르

우리집에 살고 있는 
곤충들을 찾아나서는 
플랩북.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아르노 카트린
샤를 베리베리앙

부모를 우러러보는 
아이들의 감정에 대한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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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seaux, des alliés à protéger

새들의 날개를 새들의 날개를 
지켜줘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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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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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it Singe

아기 원숭이아기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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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오로르 프티

유아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헝겊책.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필리프 뒤부아
나리사 토고

위기에 처한 새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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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약속

 Pop-up Lune

달 팝업북달 팝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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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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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messes (Tome 1) : Je te promets

약속 (제1권)약속 (제1권)
약속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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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크리스틴 루세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아이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말.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안 얀켈리오비치
올리비에 샤르보넬

아나벨 뷕스통

달에 대해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팝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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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ènes de légende

전설의 인어들전설의 인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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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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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mes-nous seuls dans l'univers ?

이 넓은 이 넓은 
우주에는 우리 우주에는 우리 
뿐일까?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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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S SOLD
중국어 간자체 저작권 판매 완료 (Ronshin)

9782732491516 | 2021 | 48쪽 | 22x29 cm | 14.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루이즈 베르코르
아르튀르 쥐니에

UFO와 외계인에 관한 
비밀의 베일을 벗기는 
매혹적인 다큐멘터리 
그림책.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레디 지오르다노
올리비아 고다
로라 페레즈

전설 속 인어들에 관한 
아름다운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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