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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 푸에타르
어린이·청소년

1000 vaches

어린이·청소년

천마리의 소

아델 타리엘
쥘리 드 테르삭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 소
세 마리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천 마리의 소가

농부는 소 세 마리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농장에 도착해 신선한 우유 맛을 보고는
갑자기 새로운 일들이 펼쳐졌어요.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세요! 젖소 수를 늘리고, 더 효율
좋은 새로운 설비를 들입시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다 보니,
행복했던 농부와 소들의 일상이 변해갑니다. 더
많이 생산하는 건 좋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터키어, 폴란드어
9782371650190 | 2017 | 32 pages | 23x23 cm | 13.00 €

Bertille et Brindille

베르틸과
브랭딜
안경을 쓰고 곱슬머리를 한 어린 소녀 베르틸이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고양이는 어디로 숨은
걸까요? 빨간 털의 작고 영리한 고양이 브랭딜은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주인은 어디로 숨은
걸까요?

RIGHTS SOLD
아델 타리엘
제롬 페라
베르틸이 고양이 브랭딜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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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한국어
9782371650435 | 2019 | 24쪽 | 22x22 cm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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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 푸에타르
어린이·청소년

아델 타리엘
제롬 페라

Cargo

어린이·청소년

Carnivore

화물선

육식식물

갈매기가 화물선 위를 맴돕니다. 화물선 위의
선장은 하늘에서 보면 너무 작아서 겨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갈매기는 바람과 파도에
맞서 싸우며 화물선을 따라갈 거예요. 갈매기는
배가 항구로 돌아갈 때까지 하늘의 어둠과
바다의 어둠 사이를 날아가며 선상을 지켜볼
겁니다.

곤충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자 귀뚜라미는
범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조사를 거듭하며 귀뚜라미는 사실 자신이
테라리엄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범인은 바로 함께 살고 있는 육식식물
네펜테스였다. 수수께끼가 풀리고, 귀뚜라미는
남은 곤충들을 자유로 이끌어주는데…

RIGHTS SOLD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한국어, 영어(북미)
9782371650343 | 2018 | 32쪽 | 21x29 cm | 13.00 €

아델 타리엘
제롬 페라

바다의 광대함 속에서라면

곤충들의 세계에 관한

아주 작게 보이는,

놀라운 그림책!

커다란 화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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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간자체로 출판됨.
9782371650282 | 2018 | 32쪽 | 29,7x21 cm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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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 푸에타르
어린이·청소년

Dans ma montagne

어린이·청소년

하나의 산

무엇이든
뱉어내는 용

늑대와 목동은 같은 산을 공유합니다. 그 둘은
서로 적일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똑같은
두려움과 똑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늑대와
목동은 하나의 산에서 각자가 머물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RIGHTS SOLD

7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중국어 번자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

프랑수아 오비노
제롬 페라
늑대와 목동은 서로의

FIND OUT MORE

> 2019-2020 Les Incorruptibles 상
9782371650152 | 2017 | 32쪽 | 23x23 cm | 13.00 €

Le dragon qui crachait n'importe quoi

실뱅 조르쟁
브리스 폴레
강하고 용감한 용

적입니다. 둘은 하나의

베르나르에게 믿을 수 없는

산에서 공존할 수

일이 벌어집니다!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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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르는 강하고 용감한 용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르나르가
더 이상 불을 뿜어낼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용이 숨을 쉴 때면 아름답게 타오르는 불길이
아닌 온갖 것들이 입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꽃병, 기타, 부메랑, 농구공... 이제 베르나르는
어떻게 갑옷으로 무장한 기사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불길이 없는데 마시멜로는 어떻게
굽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애초에 왜
불을 뿜어낼 수 없게 된 걸까요?
9782371650121 | 2016 | 36 pages | 23x23 cm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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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 푸에타르
어린이·청소년

안 말레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다정한 그림책.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

Le monstre du miroir

어린이·청소년

Le pays des souris

거울 괴물

쥐의 나라

루이즈는 거울을 보면 결점만 보이고, 마치
자신이 괴물처럼 보여요. 그러나 남동생은
누나가 멋지다고 말하고, 아빠는 루이즈가
정말 재치 있는 아이라고 하죠. 루이즈는
고양이 쇼송에게는 최고로 푹신한 쿠션이 되어
주고, 친구 아나이스에게는 최고의 모험가가
되어준답니다. 맞아요, 이 모든 모습이
루이즈랍니다!

옛날 옛적에 쥐의 나라라는 곳에 생쥐들이
살고 있었어요. 생쥐들은 투표로 지도자를
뽑았는데, 이번에 생쥐들은 검은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고 말았어요! 커다란 검은 고양이는
항상 고양이들에게 유리한 법만을 선포했죠.
쥐들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비유가 담긴 그림책.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한국어, 중국어 번자체
9782371650312 | 32쪽 | 23x23 cm | 13.00 €

알리스 메리쿠르
마 상쟁
검은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버린 작은 생쥐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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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SOLD

6개 언어로 출판됨: 한국어, 중국어 번자체,
폴란드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9782371650466 | 2020 | 32쪽 | 23x23 cm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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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 푸에타르
어린이·청소년

Les Bizarres

어린이·청소년

이상한 생물들

늑대와 아이

부엌에서는 '카아아아' 소리가 들리고,
욕실에서는 '프루루루' 소리가 들리고,
지하실에서는 '쿠아아앙' 소리가 들려요. 대체
누가 이렇게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집안을 둘러보며 15마리의 이상한 생물들을
발견해보세요!

어느 날 밤, 늑대는 숲에 버려진 아기 탈라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늑대는 아기를 다시
인간들이 사는 곳으로 데려다주기로 하죠.
하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RIGHTS SOLD

스웨덴어로 출판됨

9782371650169 | 2016 | 36쪽 | 21x29 cm | 13.00 €

델핀 타르틴
올리비에 뤼블롱

Loupiote

카트린 라퇴
카미유 티스랑

집안에서 이상한

레이스 무늬의 독특하고

소리가 들려요.

아름다운 삽화와 함께,
유아 유기와 입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림책.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9782371650336 | 2018 | 32쪽 | 21x29 cm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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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 푸에타르
어린이·청소년

Ma nounou est une girafe

어린이·청소년

우리
유모는 기린

페린 조
안 솔린 생테스
놀랍게도 새로 온 아르센의
유모는 기린이었어요!

놀랍게도 새로 온 아르센의 유모는 기린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려가 컸지만, 아르센과 기린 지젤은
금방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점들은
저마다 목이 긴 동물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을 내걸기 시작했어요. 아르센과
지젤은 사람들의 편협함을 그냥 넘기지 않기로
했답니다!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
9782371650091 | 2016 | 32 pages | 23x23 cm | 13.00 €

Malvina

말비나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 말비나는 일상생활을
편하게 해줄 멋진 기계들을 발명하길 좋아해요.
하지만 말비나의 엄마는 매일 사소한 일들을
걱정하며 지내죠. 말비나는 엄마의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해 엄마를 위한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기로 결심했어요.

RIGHTS SOLD
앙드레 네베스
발명 소녀 말비나는 시간을
여행하는 타임머신을
발명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
어쩌면 더 야심찬 발명품을
기획했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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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언어로 출판됨: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9782371650046 | 2015 | 36 pages | 24x34 cm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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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 푸에타르
어린이·청소년

Michel et Edouard

어린이·청소년

미셸과
에두아르

미리암 피카르
제롬 페라
쇼핑몰에 산다면
정말 좋겠죠?

미셸과 에두아르는 쇼핑몰에 사는 두 마리의
커다란 참새예요. 쇼핑몰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멋지고 먹을 것도 많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새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쇼핑몰 안으로
들어왔어요. 철새는 미셸과 에두아르에게
경이로운 바깥세상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죠.
처음에 미셸과 에두아르는 쇼핑몰이 더 좋다며
철새의 말을 무시하지만, 철새가 떠나고 나자
어쩐지 바깥세상이 궁금해졌어요. 둘은 철새를
찾아 바깥으로 나서고, 태양과 바람과 광활한
하늘을 접하게 되죠. 이제 미셸과 에두아르는
자유와 자연을 더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Mirette : La taupe qui voulait voir
plus loin que le bout de son nez

미레트

넓은 세상을
발견하고 싶었던
두더지
델핀 타르틴
올리비에 뤼블롱
아이들이 인생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돕는 이야기.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아랍어, 중국어 간자체
9782371650206 | 2017 | 32 pages | 23x23 cm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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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두더지 미레트는 넓은 세상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었어요. 미레트는 배낭
속에 치즈 케이크와 두더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담고 이곳저곳을 여행하기 시작했죠. 여행을
하며 많은 동물을 만나고, 동물들의 다양한
생활 방식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사이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은 미레트는 식당을 열기로 하는데…
9782371650350 | 2018 | 40쪽 | 24x24 cm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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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 푸에타르
어린이·청소년

Mon papa est une sardine

어린이·청소년

우리 아빠는
정어리예요

세실 클레르
비올렌 코스타
정어리 통조림 속에서
아빠를 발견한다면? 아빠를
찾는 한 아이의 여행.

학교에 간 첫 날, 아이는 반 친구들이 아버지에
대해 묻자 혼란스러웠어요. "너희 아빠는 어디
계셔?" 친구들이 물었죠. "아빠는 바다로 가셨어.
우리 아빠는 정어리거든." 아이는 부끄러웠지만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믿지 않았고, 아이에게 거짓말쟁이라며
손가락질했죠. 결국 아이는 아빠를 찾으러
바다로 떠나는데…

RIGHTS SOLD

슬로바키아어로 출판됨
9782371650183 | 2017 | 32쪽 | 23x23 cm | 13.00 €

Ours ours ours

곰, 곰, 곰
"옛날 옛적에 빙원에 곰이 한 마리.... 아니, 두
마리... 아니, 숲속에 곰이..." 대체 이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이야기가 끝을 맺을
수는 있는 걸까요? 결국 책 속의 백곰과 갈색곰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기로 합니다.
9782371650527 | 2021 | 32쪽 | 21x29 cm | 14.00 €

카미유 티스랑
책 속의 북극곰으로
사는 일도 쉽지만은
않답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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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페르 푸에타르
어린이·청소년

Père Fouettard et Saint Nicolas

어린이·청소년

페르
푸에타르와
생 니콜라
비올렌 코스타
페르 푸에타르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진짜
페르 푸에타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매년 생 니콜라는 착한 아이들에게 찾아가
사탕을 잔뜩 나누어준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탕을 먹은 아이들의 이가 썩지 않도록
칫솔질을 해주는 건 누굴까요? 바로 페르
푸에타르랍니다!

Radegonde et la Grand'goule

라드공드와
드래곤
강둑에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에 드래곤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창의적이고 용감한 소녀 라드공드는 악랄한
드래곤을 물리치기로 결심하는데... 그러나 책을
뒤집어서 다시 보면, 드래곤의 시선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나이마
안 말레르

9782371650541 | 2020 | 36쪽 | 23x23 cm | 14.00 €
무시무시한 드래곤이
도시를 위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그 반대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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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371650077 | 2015 | 40쪽 | 23x23 cm | 13.00 €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페르 푸에타르
어린이·청소년

Rick pou et les poux migrateurs

어린이·청소년

머릿니
릭의 모험

로랑 카르동
머릿니 릭은 세계 일주를
꿈꾸며 지나가던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용감하고 작은 어린 '머릿니' 릭은 전 세계를
여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머리에서 저 머리로
돌아다니며 릭은 이상한 머릿니들을 잔뜩
만났답니다. 불평쟁이 머릿니, 다정한 머릿니,
미친 머릿니, 일 중독자 머릿니, 게으른 머릿니.
그리고 이 모든 머릿니들이 함께 위험의 회오리
속에 휩쓸리게 되는데…

RIGHTS SOLD

덴마크어로 출판됨
9782371650244 | 2017 | 56쪽 | 25x35 cm | 16.00 €

S'unir c'est s'accepter :
Une histoire de poules

단결이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닭 왕국 이야기
로랑 카르동
검은 닭 마리네트는 붉은
닭이되고 싶었어요. 다른
닭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뛰어들었어요. 얍!

닭 왕국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검은색 닭
마리네트가 붉은색으로 깃털 색깔을 바꾸고
싶다고 고백한 거예요! 매우 놀란 왕국의
닭들은 열띤 논쟁을 시작했어요. 어떤 닭은
논쟁거리도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검은색 닭은 검은색이어야 한다고요. 결국
닭들은 모두가 원하는 모습으로 꾸미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대규모 카니발
퍼레이드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닭 왕국의
파티에 초대합니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폴란드어, 이탈리아어
9782371650640 | 2020 | 44쪽 | 25x35 cm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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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페르 푸에타르
어린이·청소년

S'unir c'est se mélanger :
Une histoire de poules

어린이·청소년

단결이란 서로
어우러지는 것

단결이란
함께 하는 것

어느 날 아침 닭장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흰
수탉 마르셀이 사라진 거예요! 닭들은 여우의
짓이라고 확신했죠. 검은 닭, 붉은 닭, 흰 닭이
함께 모여 행동에 나섭니다. 닭들은 군대를
만들어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위계
관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누가 군대를
이끌어야 할까요??

병아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암탉은 알 위에
앉아서 알을 따뜻하게 유지해주어야만 해요.
그러나 그 일은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암탉들을 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탉이 참여하게 하는 건 어때요?

닭 왕국 이야기

로랑 카르동
권력, 민주주의, 사회
속 개인의 위치에 대한
재미있고 지적인 우화.

S'unir c'est se relayer :
Une histoire de poules

RIGHTS SOLD

10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중국어
번자체, 이탈리아어, 아랍어, 한국어…

닭 왕국 이야기

로랑 카르동
알을 품어야 하는 부모 닭의
일과, 함께 한다는 것에
관한 재치 있는 우화.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4000부 판매
> 2017-2018 Les Incorruptibles 상/ 2016
Cultura 최고의 그림책 상/ 2017 Feu Follet 상
9782371650114 | 2016 | 52쪽 | 25x35 cm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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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SOLD

7개 언어로 출판됨: 카탈로니아어, 중국어
간자체, 한국어, 스페인어, 터키어 등
9782371650411 | 2019 | 42쪽 | 25x35 cm | 16.00 €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페르 푸에타르
어린이·청소년

Ti poulpe a les idées bien encrées

어린이·청소년

문어 티,
잉크로 할 수
있어요
로랑 카르동
헤엄을 치려다 다리가
꼬여버리는 어설픈 문어를
놀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어 '티'는 엄마 덕분에 걷는 법, 헤엄치는 법,
입으로 잉크를 뿜어내는 법을 배웠어요. 티는
단순히 적을 쫓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도 잉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티는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9782371650374 | 2018 | 52 pages | 26x17 cm | 12.00 €

Un amour de dino

공룡의 사랑
"날 얼마나 사랑해?" 공룡 부인이 공룡 남편에게
물었어요. "나는 거대한 디플로도쿠스만큼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향한 사랑은
트리케라톱스보다도 크고, 또... " 공룡 남편의
대답은 계속되었어요. 사랑을 말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니까요.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

밥티스트 푸오
흔치 않은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는
법을 배우는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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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371650275 | 2018 | 24 pages | 16x16 cm | 9.00 €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페르 푸에타르
어린이·청소년

Vodou

어린이·청소년

부두교

부두교
컬러링북

흔히 무서운 이미지로 생각되는 부두교 문화의
역사, 의식, 신자들에 관해 편견 없이 접근한 책!
노예의 역사에서부터 현대 무용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루이지애나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그림으로 알아보는 부두교의 역사.

샹고의 튜닉이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라면
어떨까요? 뱀 '단'의 비늘이 무지개색이라면?
좀비가 보라색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요?
결정은 아이들의 손에 달려 있답니다. 마음껏
색칠해보세요!

RIGHTS SOLD

스웨덴어로 출판됨

카미유 티스랑

9782371650459 | 2019 | 32쪽 | 25x25 cm | 14.00 €

Vodou : coloriages

카미유 티스랑

부두교의 문화를 편견 없이

부두교 문화가 담긴

설명한 다큐멘터리 그림책.

흥미로운 컬러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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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371650480 | 2019 | 28쪽 | 25x25 cm | 9.00 €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페르 푸에타르
어린이·청소년

Youpizootie

동물원에 가요
오늘 B 선생님의 반은 동물원에 갔어요.
아이들은 동물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고릴라는 숨바꼭질을 좋아하고, 여우원숭이는
파이를 두고 싸우고, 큰 고양이는 기막힌 재즈
연주를 할 수 있다고요? 펭귄은요? 펭귄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어 한다고요? 정말이에요,
어른들이 그랬는 걸요!

마르탱 맥케나

9782371650497 | 2020 | 32쪽 | 23x23 cm | 14.00 €

우리 사회 속 동물의 자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동물원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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