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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é)connexions :  
Au secours je suis accro aux écrans !

연결(안)연결(안)
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마농, 클레망, 엔조는 세 명의 청소년들이다. 
마농은 게임 디자이너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참을성 없는 성격의 소년이다. 엔조는 온라인 
게임과 퍼즐 게임에 중독되어 있으며,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게임 속 아바타에 자신을 
투영하는 소년이다. 클레망은 최근 어린 
시절의 개를 잃어버렸는데, 클레망의 슬픔에 
공감해주는 건 오직 소셜 미디어 속의 온라인 
친구들뿐이다.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용어로 
단순화된 현상 속, 세 청소년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9791096935512 | 2020 | 96쪽 | 14x19 cm | 12.50 €

 À corps parfait

완벽한 몸완벽한 몸
앙통은 오드리를 사랑하며, 오드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식증으로부터 그녀를 구하고 
싶어한다. 둘은 벨빌의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상 속에 사는 
듯하다. 앙통의 아버지는 지하철을 운전하는 
기관사이다. 오드리의 어머니는 잘 나가는 뉴스 
기자다. 소녀 오드리가 쓴 하이쿠가 계기가 되어, 
학업에 부진한 열여섯 소년과 우등생이지만 
정체성 혼란을 겪는 소녀 사이에서 둘만의 
이야기가 피어난다. 두 사람은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두 개의 목소리, 두 등장인물. 
세상을 향한 각자의 비전에 관하여.

9791096935574 | 2020 | 224쪽 | 14x19 cm | 13.50 €

영어덜트영어덜트

뱅시안 뫼스클레르

신경성 식욕 부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기발한 
러브 스토리.

영어덜트영어덜트

크리스틴 드로앵
알랭 데르보

스마트폰 중독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보여 주는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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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À la belle étoile

별빛 아래별빛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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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joland

미쳐버린 세상미쳐버린 세상
미국인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청소년을 위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유명 정신과 의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던 날, 다미앵의 세계는 뒤집혀버렸다. 
다미앵은 친한 친구들, 즉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똘똘 뭉친 고등학생 무리'와 함께 정신과 의사를 
어머니의 눈 밖에 나게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한다. 그러나, 어느새 다미앵은 광기에 
가까운 사건을 벌이고 마는데…

9791096935383 | 2019 | 184쪽 | 14x19 cm | 12.50 €

영어덜트영어덜트

장 뤽 루시아니

이 미쳐버린 세상 속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청소년과 
교사의 삶 속으로.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에리크 상부아쟁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신 장애라는 주제를 
섬세하게 다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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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Friday

블랙 블랙 
프라이데이프라이데이
원피스와 화장품. 새로 나온 태블릿. 노화에 관한 
새로운 법률. 그리 합법적이지 않은 작은 사업.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길 잃은 산타클로스. 잘 
먹고 자란 아이. 한번 읽기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을 여섯 편의 유머러스한 단편이 실려 
있다. 하지만 주의하라. <블랙 프라이데이>는 
독자의 입에 쓰디쓴 맛을 남길 것이다. 과소비가 
지배하고 어지러울 정도로 광고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지구는 소화 불량에 시달리고 있다.

9791096935475 | 2020 | 112쪽 | 14x19 cm | 11.50 €

 Caméléon : 
Les filles Asperger déboulent !

카멜레온카멜레온
아스퍼거 걸스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알리스가 얼마나 불편하게 받아들일지 
생각지 못한 채로 그녀에게 '숨은 잠재력이 
많은 아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이사를 
하고 전학을 가게 되면서 알리스는 불안함에 
시달리고,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된다. 알리스는 같은 반의 인기 스타인 파니를 
동경하며, 파니와 친해지기 위해 그녀처럼 
되고 싶어하게 된다. 그렇게 소녀의 세상은 
점차 뒤흔들리고, 결국 알리스는 위험해 
처하게 된다. 아스퍼거 장애는 어린 시절에는 
진단이 어렵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아스퍼거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스퍼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9791096935529 | 2020 | 96쪽 | 14x19 cm | 12.50 €

영어덜트영어덜트

크리스토프 드로앵
질 마르티네즈

소녀들의 
아스퍼거증후군에 
관해 이해하고 조기에 
감지하도록 돕는 독특한 
소설.

영어덜트영어덜트

크리스토프 레옹

오늘날의 '소비 사회'에 
관한 예리한 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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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point qu'il faut atteindre

도달해야  도달해야  
할 지점할 지점
17세 고등학생 비올레트와 아르노의 관계는 
중학교 1학년 때 시작되어 지금까지 깊어져 
왔다. 둘은 서로를 사랑한다. 두 사람에게 인생은 
아름답기만 하다. 비올레트는 웹에서 활발히 
활동한다. 문학 포럼을 운영하고,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펼치는 개인 블로그도 하고 있다. 
어느 날, 포럼 회원들이 주최한 파티에 다녀온 
후로 비올레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파티에 함께 참석하지 않았던 
아르노는 그런 비올레트가 걱정되고, 상황을 
파악하려 한다. 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비올레트는 왜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걸까?

9791096935505 | 2020 | 192쪽 | 14x19 cm | 13.50 €

 Comment j'ai réparé le sourire de Nina

니나의 웃는 니나의 웃는 
얼굴을 되찾은 얼굴을 되찾은 
방법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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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니콜라 미셸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웃다 
지치게 만들 유쾌하고 
리드미컬한 소설.

영어덜트영어덜트

미레유 디스데로

편집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조금씩 다시 삶을 
추스르는 17세 블로거 소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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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sfférent

조금 다른 아이조금 다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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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si demain... : le retour !

내일의 세상내일의 세상
우리가 사는 세계와 아주 비슷한 '내일의 세계'
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신랄하고도 강렬한 11편의 
단편 소설! 만일 내일 당장 인류가 멍청해진다면 
어떨까? 내일부터 우리가 서로의 은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면? 내일부터 
돈에 사용기한이 생긴다면? 내일부터 모든 
사람들이 안경을 쓰게 된다면? 이를 갈게 만드는 
끔찍한 설정들이지만 동시에 유머를 잃지 않는 
단편들로,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는 불안해하는 
지금의 현실이 반영된 미래를 그려냈다.

9791096935635 | 2020 | 120쪽 | 14x19 cm | 11.50 €

영어덜트영어덜트

미셸 피크말

유머러스하고 신랄하게 
그려낸 디스토피아를 
통해 과잉의 현대 사회를 
비판하다.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파니 방데르미르슈

음악을 통해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가는 한 아이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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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les entends nous suivre

나는 그들이 나는 그들이 
따라오는 따라오는 
소리를 들었다소리를 들었다
레오는 복싱 수업에서 레오노르를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다. 15번째 생일날, 레오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섬세한 얼굴에 
금빛 눈동자의 소년 로뱅이 파티에 참석하고, 
레오는 로뱅에게 끌리고 만다. 한 시간 전까지 
레오노르만 바라보던 레오는 어째서 로뱅에게 
굴복하게 된 걸까? 가족과 친구들의 시선이 
있는데, 과연 동성의 친구를 좋아해도 되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 로뱅과 레오는 동성애 
혐오의 피해자가 되는데…

9791096935130 | 2018 | 96쪽 | 14x19 cm | 9.50 €

 Je voulais juste être libre

그저 그저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싶었어
아주 똑똑하다고 알려진 열여섯 살 마농은 
어째서 6월의 어느 날 저녁 집을 나오게 된 
걸까? 그녀의 어머니는 어째서 한참 후에야 실종 
신고를 한 것일까? 마농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살로메까지도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한 이유는? 
마농을 향한 사랑으로 무슨 일까지 할 수 
있었는지, 발랑탱은 어째서 밝히지 못하는 걸까? 
모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털어놓는다면, 
결국에는 이 기묘한 실종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소녀는 그저 완전한 자유 
속에서 자기 자신이 되기를 꿈꾸었을 뿐이라는 
것을.

9791096935321 | 2019 | 216쪽 | 14x19 cm | 13.50 €

영어덜트영어덜트

클레르 그라시아스

열여섯 살 소녀의 실종에 
관한 누아르 소설.

영어덜트영어덜트

플로랑스 카디에

사랑, 성 정체성, 타인의 
시선에 관한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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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vertissement des abysses

심연의 경고심연의 경고
이제 지구 온난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고등학생 제이슨은,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모든 청소년의 대변자가 
된다. 기묘한 고래들에 의해 심연으로 소환된 
제이슨은 자연으로부터 최종 경고를 받고, 
마지막 기회를 전달할 메신저로 지정된다. 
그때부터 제이슨의 운명은 회오리바람에 
휩쓸리며 결국 단순한 전달자로 끝나지 않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한 
가운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것이다.

9791096935406 | 2019 | 352쪽 | 14x19 cm | 16.50 €

 La faille

결함결함
열두 살 메리드는 머릿속이 질문들로 가득하다. 
메리드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제방 끝의 대형 
공장과 배의 돛대에 앉은 갈매기를 관찰한다. 
올여름의 시작은 그런 데로 괜찮아 보였다. 
한 낯선 남자가 메리드의 가족에 관해 캐묻기 
시작하고, 모자를 쓴 미스터리한 남자가 이유 
없이 메리드를 미행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미행에 쫓기던 메리드는 산업지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핵에너지와 관련된 
우여곡절과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9791096935628 | 2020 | 200쪽 | 14x19 cm | 13.50 €

영어덜트영어덜트

래티시아 카사도

핵 스캔들을 파헤치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러.

영어덜트영어덜트

아르튀르 테노르

지구 온난화를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생태학 
스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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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fils du héros

영웅의 아들영웅의 아들
파리의 고등학생 뤼카, 아가트, 톰은 베를린으로 
향한다. 대학입학 시험을 치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독일인인 뤼카의 
아버지는 1984년에 독일의 수도를 둘로 나누던 
거대한 장벽을 넘어갔었다고 했다. 장벽이 
세워진 건 1961년이었다. 그런데, 베를린에서 
뤼카는 장벽을 건너다 죽은 이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2019년 베를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뒤섞인 숨 막히는 조사가 시작된다.

9791096935413 | 2019 | 144쪽 | 14x19 cm | 11.50 €

 Le gardien des moabis

모아비의 모아비의 
수호자수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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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셀린 자코

콩고 분지 중심부에서 
펼쳐지는 모험을 그려낸 
환경 소설.

영어덜트영어덜트

크리스틴 드로앵

어제와 오늘의 베를린을 
파헤치는 스릴 넘치는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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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n les p'tits bateaux

엄마, 저 작은 엄마, 저 작은 
배들은배들은
마리 베네딕트는 열 두 살 생일 선물로 부모님께 
컴퓨터를 받았다. 그때부터 소녀는 컴퓨터에다 
자신의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마리는 5년 전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삼촌 
로랑에게 성적 학대를 당해왔다. 마리가 어렸을 
때는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냈던, 어머니의 
남동생인 바로 그 삼촌이다. 마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자신의 불안과 고통, 
죄책감과 낙담을 적어 두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어떻게 하면 
이 긴 침묵을 깨뜨릴 수 있을까?

9791096935499 | 2020 | 88쪽 | 14x19 cm | 9.50 €

 Phobie

학교 공포증학교 공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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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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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파니 방데르미르슈

학교 공포증이라는 현상에 
관해 금기 없이 터놓고 
이야기하는 소설.

영어덜트영어덜트

클레르 마자르

친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해온 소녀. 그 오랜 
침묵을 깨는 한 방이 담겨 
있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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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rre le voleur

도둑 피에르도둑 피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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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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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stique apocalypse

플라스틱의 플라스틱의 
종말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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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아르튀르 테노르

독자들을 미지의 세계로 
데려가는 숨막히는 모험!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이브 프레미옹

단순함과 선한 마음에 대한 
찬사와도 같은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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