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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이 줘네스
어린이·청소년

Dans sa valise

어린이·청소년

가방 속에는

클로틸드 페랭
작은 남자와 함께 신나는
모험을 떠나보세요.

옛날 옛적에 작은 집에 살던 작은 남자가 여행을
가려고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여행을 떠난
작은 남자는 바다를 항해하고 산을 오르며 온갖
놀라운 일을 겪게 되죠. 35개의 플랩이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직접 열어보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모험을 하는 동안 작은 남자는 가방에
준비했던 물건을 꺼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가방에 넣기도 한답니다.
과연 이 여행이 끝날 때 가방 속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9791023514407 | 2020 | 20쪽 | 23,5x25 cm | 16.90 €

Éléphants de A à Z

코끼리의
모든 것

마르크 다니오
이 책을 읽으면 너도 코끼리
전문가가 될 수 있어!

그의 가방에서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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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는 생쥐를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꿀벌은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니? 코끼리는 이빨이 6
개 밖에 없다는 걸, 그리고 코끼리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을 수 있다는 건? 작가의 일기,
키플링의 단편, 다양한 이야기들에서 발췌한
짧은 텍스트들과 학술 정보, 재미있는 일화 등
코끼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코끼리
백과사전' 같은 책!
9791023513066 | 2020 | 96쪽 | 24,5x24,5 cm | 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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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이 줘네스
어린이·청소년

셀린 로랑스
로랑 시몽
새로 태어나는 동생을

Fils unique et fier de l'être

어린이·청소년

Himboo Humboo

혼자라서 좋아

힘보 험보

아이는 외동아들이고,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가끔
형제나 자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운 나쁜
친구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 아이에게는
장난감을 누군가와 나눠가질 일도, 이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날 일도 거의 없어. 이런!
사실 아이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 이제 곧
외동아들로서의 지위를 잃게 생겼거든. 하지만
동생이 생긴다는 건... 어쩌면 더 좋은 일인지도
몰라!

힘보 험보는 친절하고 털이 많은 괴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 힘보 험보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신문 기사가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힘보 험보는 신문사 편집장이
되었다가 의사가 되었다가, 또 전문의가
되어가며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애써봤지만
실패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로운 작은
인간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겠어요. 아하!
별일 아니었어요. 힘보 험보의 시력이 조금
나빠졌던 거예요. 안경을 쓰면 되죠. 와! 세상이
더 선명하고 다채로와졌어요.

9791023514070 | 2020 | 56쪽 | 15x19 cm | 13.90 €

크리스토프 페르노데
로랑 상기네티
친절하고 털이 많은 괴물

환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힘보 험보에게 푹 빠지게

아주 재미있는 그림책!

될거예요!

3 4 5 6 7 8 9 10 11

9791023513400 | 2020 | 48쪽 | 27x38 cm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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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이 줘네스
어린이·청소년

필립 르셰르메이에르
크리스티앙 루
크리스티앙 루의 그림에
필립 르셰르메이에르의
상상력이 더해져 탄생한 35

Histoires à piocher

어린이·청소년

Imagier du vivant

골라 보는
이야기

생물을
그리다

배고픈 악어의 머리 위로 드리워진 얇은 철사
위를 걷는 아이, 크림 케이크를 타고 오르는 늑대,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걸린 외계인... 크리스티앙
루가 창조한 웅장하고 기묘하고 유쾌하고 놀라운
50여 점의 그림들이 저명한 아동문학 작가 필립
르셰르메이에르의 손을 거쳐, 독창적인 35가지
이야기를 담아낸 아름다운 책으로 탄생했다.

50점는 넘는 과일, 꽃, 채소, 동물 등의 그림이
담긴 화집! 국제적으로 저명한 예술가 마르탱
자리의 생생한 그림을 통해 아이들은 풍부하고
다양하며 다채로운 자연의 세계로 빠져들고,
그곳에서 또 다른 세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행복하게 몰입할 수
있는 독특한 화집.

9791023514100 | 2020 | 208쪽 | 17,5x25 cm | 18.00 €

마르탱 자리
50점이 넘는 과일, 꽃,
채소, 동물 등의 그림이
담긴 초대형 화집!

개의 놀라운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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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SOLD

이탈리아어 저작권 판매 완료
(Life, Orecchio Acerbo)
9791023513394 | 2020 | 64쪽 | 25x34 cm |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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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이 줘네스
어린이·청소년

사라 가비올리
동물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책!

J'ai la bougeotte !

어린이·청소년

L'azur

동물처럼
해봐요

하늘
속으로

플라밍고처럼 한쪽 다리로 설 수 있니? 하마처럼
하품을 하는 건 어때? 가재처럼 뒤로 걸어볼까?
아니면 곰처럼 등을 긁어볼래? 매력적인 파스텔
색조의 그림으로 꾸며진 유쾌한 그림책으로,
아이들은 동물의 독특한 움직임을 따라하며
자기 몸의 움직임의 원리도 인식하게 된다. 마치
거울처럼 왼쪽 페이지에 작은 캐릭터가 등장해
오른쪽 페이지의 동물의 움직임을 재현해,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 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움직이며 유대감을
키우기에 이상적인 책!

애벌레의 눈으로 본 세상은 어떨까요? 애벌레는
알에서 나와 미지의 세계를 조금씩 발견하게
된답니다. 처음에는 소리, 이미지, 냄새 등
모든 것이 흐릿해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면
애벌레의 시야는 명확해지고 기어 다니기나 숨기
등 다양한 움직임을 배우게 되죠. 그런 다음에는
공 모양으로 굴러서 번데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 번데기로 변한 애벌레가 나비로
부화해서 하늘 속으로 날아간답니다!

카롤린 펠리시에
마티아스 프리망
애벌레의 눈으로 세상을
발견하게 하는 책.

9791023514209 | 2020 | 40쪽 | 21x21 cm | 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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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023515183 | 2020 | 40쪽 | 18x25 cm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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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이 줘네스
어린이·청소년

La double vie de Médor

어린이·청소년

메도르의
이중 생활

대단한 수레

신사 숙녀 여러분, 모두들

배고픈 늑대가 허기진 몸을 끌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늑대는 맛있는 음식이 끓고 있는
냄새에 이끌려 한 고급스러운 저택의 대문을
긁어댔죠. 그런 늑대의 모습을 본 한 용감한
할머니가, 늑대를 유기견으로 오해해 집으로
데려갔어요. 늑대는 배를 채우려고 개인 척을
해야 했죠. 하지만 만일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늑대는 거친 야생의 본능을
억누를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의 관찰력을

조심하십시오! 늑대가

9791023514438 | 2020 | 40쪽 | 24x31 cm | 14.90 €

키워주는 독특한 그림책!

앙드레 부샤르

도시를 돌아 다니고 있어요.

La folle équipée

카테리나 고렐릭

배고픈 늑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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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옛적에 사랑스러운 작은 집에서 함께 살던
수탉, 개,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케인에 집이 부숴져버리자 그들은 새로 살
곳을 찾기 위해 대충 만들어진 임시 수레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친구들은 결국 늑대
무리의 공격을 받게 되고, 늑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장치를 고안했죠. 허술했던 수레에는 점점
여러 가지 장치가 생겨나고, 수레 위의 친구들도
어느새 셋이 아니라 10마리로 늘어난답니다.
9791023514650 | 2020 | 40쪽 | 24x28 cm |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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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이 줘네스
어린이·청소년

Ma fabuleuse carte au trésor

어린이·청소년

나의 보물지도

불가능한
꿈의 책

보물을 찾아 경이로운 모험을 시작해보세요!
독특한 형식의 이 책은 독자 어린이가 직접
여행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어린이들은
신비의 지도를 펼치고, 위대한 모험가들이 직접
등장하는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고, 이미지를
해석하고 숨겨진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게 하는
마법의 거울을 활용하며 멋진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기욤 게로
르노 페랭

9791023514407 | 2020 | 24쪽 | 17,5x25 cm | 13.90 €

Murdo, le livre des rêves impossibles

알렉스 쿠소
에바 오프레도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

신비하고 유쾌하고 시적인,

특별한 모험을 떠나보세요!

다른 책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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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속의 작은 설인 뮈르도가 이번 책의
주인공이에요. 책을 넘기면, 뮈르도의 꿈이
하나씩 드러난답니다. 시의 단어로 스웨터를
짜고, 신발 속에 숨고, 조약돌과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것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고, 낮과
밤 사이에 다리를 만드는 꿈. 에바 오프레도의
간결하고 장난스러운 그림과 함께 펼쳐지는
알렉스 쿠소의 글은, 우리에게 어린 시절의 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9791023514483 | 2020 | 88쪽 | 16,5x20,5 cm |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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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이 줘네스
어린이·청소년

마리 도를레앙
우리 모두를 꿈의
오두막으로 데려다 줄
환상적인 산책.

Notre cabane

어린이·청소년

Ööfrreut la chouette

우리의 오두막

올빼미 외프르

방학이 시작되었어요. 태양은 빛나고 들판의
풀은 높이 자라죠. 세 친구는 매일 같이 만나서
시골길을 걸어 오두막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날은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폭풍이 몰려왔어요! 때로는 평화롭지만 때로는
위협적이기도 한 자연 속에서, 세 친구의 위대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오두막은 무사할까요? 세 친구는 서로 손을 잡고
힘을 모아 오두막을 향해 뛰어가는데…

올빼미 외프르는 나뭇가지 위에서 세상을
관찰합니다. 외프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지만, 한 어린 소녀에게 흥미를
느꼈어요. 소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여요.
소녀는 밤에 외출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무와 인사를 나누는 법을
알고 숲의 소리를 듣는 법도 알고 있죠. 소녀가
숲의 암퇘지에게 쫓기게 되고, 외프르가 소녀를
도와주게 되면서, 올빼미와 소녀 사이에 기묘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해요.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JEI)
9791023513073 | 2020 | 48쪽 | 23x32 cm | 14.50 €

세실 루미기에르
클레망스 모네
밤에 사는 올빼미 외프르와
어린 소녀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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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023512434 | 2020 | 40쪽 | 21x26 cm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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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이 줘네스
어린이·청소년

Résidence beau séjour

어린이·청소년

보세주르
레지던스

질 바슐레
그롤로비우가 새롭게
아이들의 인기를 얻고,
할 일이 없어진 유니콘은
보세주르 레지던스로
가는데…

특종입니다! 이제 소년 소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부드러운 털을 가진
그롤로비우래요. 유니콘은 이제 그만!
어린이들은 유니콘을 사랑하지만, 이제
지겨워졌대요. 그래서 유니콘들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를 기다리는 동안 보세주르
레지던스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죠. 수영장,
스파, 피트니스 클럽, 미용실, 카페 및 다양한
활동이 훌륭하게 구성된 보세주르 레지던스는
유니콘은 물론 모든 동물들에게 꿈같은 삶을
제공하는 장소라는데…

Sorcières ! Une histoire des sorcières
à travers l'art

예술 속의
마녀 이야기

폴린 뒤클로 그르네
키르케에서 바바야가까지,
매혹적인 그림으로 가득한
예술 속 마녀 이야기.

9791023514193 | 2020 | 36쪽 | 24x33 cm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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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는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왔다. 아이들에게
마녀는 환상의 존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마녀는,
예술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강력하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여성의 모습,
동화책 속 못생긴 할머니의 모습, 악마의 혼에
사로잡힌 소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마녀 이야기와 그림이 가득한 책.
9791023514803 | 2020 | 72쪽 | 23x27,5 cm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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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t ce que je sais sur les chiens

내가
사랑하는 개

클레망틴 멜루아
뤼디 스피에세르
개를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은 개를 좋아해요. 큰 개, 작은 개, 냄새
나는 개, 경찰견, 안내견... 모든 개를 좋아하죠.
한 작은 소년의 개 '공이'를 만나볼래요? 동그란
공처럼 생겨서 공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공이에게는 냄새가 날 때도 있고, 잘 때는 코를
골고, 숨을 쉴 때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내고, 부모님의 신발을 먹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이를 너무나 사랑한답니다!
9791023512601 | 2020 | 26쪽 | 20x20 cm | 10.90 €

아이들에게 선물하면
좋을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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