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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mbre du grand flamboyant

나무 그늘 나무 그늘 
아래서아래서
아피는 매일 저녁 집 앞의 크고 화려한 나무 
그늘 아래서 남동생 코조에게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를 좋아해. 그러던 어느 날, 
아피네 마을에 이동식 도서관이 등장하면서 두 
형제의 일상이 뒤흔들리게 되고, 형제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멀리까지 가게 되는데...
FIND OUT MORE
> 한 달 동안 2500부 판매됨 
>  스위스, 세네갈, 벨기에에서 한  

달 동안 1600부 판매됨
> 2020 la bataille des livres 상 최종 후보

9782365873543 | 2020 | 144쪽 | 14,8x21 cm | 15.00 €

 Comment le maïs est apparu sur terre ?

옥수수는 옥수수는 
어떻게 어떻게 
생겨났을까?생겨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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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베로니크 라그니 들라투르

옥수수 수염과 코의 
관계는?

영어덜트영어덜트

에마뉘엘 베르니 랄레이
레아 올뱅스키

책을 접하면서 인생이 
변하게 된 두 아프리카 
형제의 일상을 그려낸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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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brouilles, fripouilles et cie …  
en Albanie

싸움,  싸움,  
악당, 조직악당, 조직
쌍둥이 동생 엘자가 미스터리하게 납치된 후 
로랑은 알바니아, 이탈리아, 프랑스를 지나며 
동생을 찾기 위한 광란의 경주를 시작한다. 
로랑은 어느새 인신매매 조직에 관여하게 
되는데... 과연 로랑은 무수한 함정과 마피아의 
눈을 피해서 여동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언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신매매라는 
문제에 관해 관심을 촉구하는 완벽히 동시대적인 
소설로, 청소년들이 주변의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초대하는 책이다.
FIND OUT MORE
> 2020 Le petit futé 알바니아 가이드북 선정

9782365872638 | 2017 | 112쪽 | 14,8x21 cm | 14.00 €

 Enfance volée

빼앗긴 유년빼앗긴 유년
엘로디는 일곱 살 때 삶이 뒤바뀌는 일을 
겪었다. 평범한 움직임 하나가 어린 소녀에게 
지옥의 시발점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엘로디의 부모는 왜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엘로디는 어린 시절 내내 그녀를 괴롭히는 
분노와 두려움의 순간을 살았다. 하지만 그런 
엘로디에게도 아름다운 만남과 즐겁게 빛나는 
시간이 있었다. 어른들의 폭력에 노출되어 유년 
시절을 빼앗기고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들의 일상을 증언하는 감동적인 이야기.
FIND OUT MORE
> 심리학자 협회 선정 도서

9782365871815 | 2014 | 288쪽 | 14,8x21 cm | 18.00 €

영어덜트영어덜트

엘로디 피에롱

평범한 움직임 하나가 
어떻게 어린 소녀를 지옥에 
빠뜨렸는가.

영어덜트영어덜트

장 마리 샤롱

우리 주변의 세상에 
 눈을 뜨자.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르 베르제 데 에스페리드

  3  4  5  6  7   

 La parole de pierre

말하는 동상말하는 동상
툴시에 몇 가지 특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하나 둘 미스터리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근심에 빠지고, 경찰서의 드랭 
국장은 지쳐간다. 실종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편, 몽상하기 좋아하는 고독한 십 대 클라라는 
광장을 걷다 한 신비한 동상과 친구가 되고, 
동상은 클라라에게 어떤 비밀을 털어놓는데...  
클라라는 점점 늘어 나는 실종 사건을 둘러싼 
어두운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FIND OUT MORE
> Les aéroports d'Orly 어린이문학상 최종 후보

9782917642603 | 2013 | 144쪽 | 14,8x21 cm | 15.00 €

 La voiture du président

대통령의 대통령의 
자동차자동차
맥스는 70년대 물건을 좋아한다. 어느 날 저녁, 
맥스가 경매로 산 옛날 자동차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의 표정은 분노로 가득했다. 
맥스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 차가 대통령이 
타던 차라고 거짓말을 한다. 맥스의 아이들인 
아델과 루이는 아빠의 자동차 안에서 놀기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은 차 
안에서 아주 특별한 브로치를 발견한다. 그리고 
맥스 가족은 브로치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어리둥절한 모험에 휩쓸리게 되는데…
FIND OUT MORE
> 브르타뉴 작가 상 최종 후보

9782365872225 | 2016 | 136쪽 | 14,8x21 cm | 16.00 €

영어덜트영어덜트

엘렌 글로리아
로랑스 슐루트

차 안에서 찾은 브로치가  
온 가족의 일상을  
뒤흔들게 되는데…

영어덜트영어덜트

세실 르브룅
쥐드 르프로

동상들의 비밀스러운 
세상으로의 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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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fifi sous la tente, un ours  
peut en cacher un autre

캠핑장의 캠핑장의 
난투극난투극
텐트를 치고 휴가를 보내는 건 정말 멋져! 
산속의 휴양지에 도착한 가족의 반려동물들은 
신선한 공기, 긴 낮잠, 맛있는 음식, 게으르게 
뒹굴뒹굴하기를 꿈꾸며 행복해했다. 하지만 
행복한 꿈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대한 곰이 캠핑장에 나타나 사람들 사이에 
공포심을 퍼뜨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개 셜록은 고양이 롤라와 함께 조사에 
착수하지만, 상황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과연 셜록과 롤라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무서운 곰? 아니면 다른 무언가?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유쾌하고 우여곡절로 가득한 탐정 소설.
FIND OUT MORE
> 잡지 <32 livres invisibles> 선정작

9782365873505 | 2020 | 144쪽 | 14,8x21 cm | 15.00 €

 Si l'antiquité m'était contée

고대 신화가 고대 신화가 
들려주는 들려주는 
이야기이야기
여섯 가지 흥미로운 그리스로마 신화 이야기를 
통해 다이달로스, 이아손, 헤라클레스 등 
신화 속의 인물들을 만나보세요. 이카루스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나요? 사랑 때문에 
이아손 대신 원수를 갚았던 메데이아가 훗날 그 
사랑에 배신당했다는 건? 율리시스가 트로이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한 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멋진 고대 세계를 발견하고 삶의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여섯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
FIND OUT MORE
> 중학교 1학년 교과 선정작

9782917642597 | 2012 | 100쪽 | 14,8x 21 cm | 14.00 €

영어덜트영어덜트

그웨나엘 르브룅
엘레나 농디에

멋진 신화의 세계를 
발견하고 삶의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여섯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

영어덜트영어덜트

장 루이 주아노
카티아 윔베르

거대한 곰이 캠핑장에 
나타나 사람들 사이에 
공포심을 퍼뜨린다는 
소문이 돈다. 개 셜록은 
고양이 롤라와 함께 조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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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메 (총 6권) 야메 (총 6권)

 Tout ça pour quelques grains de sel

소금 몇 알 소금 몇 알 
때문에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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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 Petit futé" 그루지야 가이드북 선정 (2020)

9782365872690 | 2017 | 40쪽 | 24x25 cm | 18.00 €

 Yamay (Tome 1) : Le monde des reflets

야메 (제1권)야메 (제1권)
반사되는 세계
프랑스로 돌아가 새로운 학교에 다니게 된 
나탕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만 자신의 꿈으로 
초대하는 이상한 소녀 한나를 만난다. 꿈속의 
기묘한 감옥은 대체 무엇일까? 꿈과 현실이 
마구 뒤섞이는 이유는? 나탕과 한나는 이상한 
나라 야메로 가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게 된다.
FIND OUT MORE
> 코트디부아르에서 1200부 판매 
>  아비장 도서전 선정작  

(코트디부아르 프랑스 문화원)

9782365873284 | 2019 | 480쪽 | 14,8x21 cm | 20.00 €

영어덜트영어덜트

엘리자 빌브룅
빅토린 슈브바크

매일 밤, 나탕과 한나는 
낮과 밤 사이에 존재하는 
이상한 나라 야메로 간다.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베로니크 라그니 들라투르

한 용맹한 남자는 어떻게 
소금 때문에 용건을 
잊어버리게 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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