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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의 길 (제1권)

악몽 단속반 (제1권)

아름다운 초록이들 (제1권)

우주 전쟁

테일 오브 더 시티

남장 여의사 제임스 배리 이야기

우리 함께 춤을 (제1권)

나무 위의 남작

눈과 늑대

알두앵과 레나의 모험 (제1권)

하렘을 탈출한 여자들

레미제라블 (제1권)

그린 유격단

로타의 모험 (제1권)

그들이 리오 프랭크를 죽였다

불꽃의 로테르 (제1권)

바다의 아이들

우린 아직 젊기에

재즈의 남작부인, 니카

조야 (제1권)

스타인키스
www.editions-jungle.com 해
 외 저작권 Flora Boffy-Prache : fboffy@steinkis-groupe.com | 해외 저작권 Clélia Ghnassia : cghnassia@steinkis-groupe.com
수출 Benoit Frappat : bfrappat@steinkis-grou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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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키스
만화·그래픽 노블

20 allée de la danse (Tome 1) :
Amies et Rivales

만화·그래픽 노블

무용의 길
(제1권)

아름다운
초록이들
(제1권)

우정과 라이벌

엘리자베트 바르페티
로르 응고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학교의 어린
무용수들의 일상 이야기.

파리 국립오페라 부속 발레학교는 흥분으로
가득하다. 오페라 가르니에에서 펼쳐질 발레
공연의 두 개의 역할을 두고 학교의 가장 어린
학생들이 경쟁하게 되었다. 콩스탕스 같은
부류의 친구들은 연습에 돌입하고, 조에와
같은 부류의 친구들은 반항한다. 한편, 신중한
마이나는 학생들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엘리트들의 학교에서 과연 그녀의 자리가
있을지를 고심한다. 과연 마이나는 스스로의
열정과 야망과 친구들과의 우정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까?

#Les Belles Vertes (Tome 1) :
Sauvons les Océans

바다를 구하자
앙투안 로스티
로익 니콜로프
더 늦기 전에 지구를
구해야만 해!

FIND OUT MORE

> 엘리자베트 바르페티의 원작 소설을
만화화한 작품.
정글 | 9782822228510 | 2019
48쪽 | 17x19,5 cm | 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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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세 친구 에마, 릴리,
파딜라는 친구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거듭된 실패로 좌절한다.
결국 세 친구는 SNS에 '#아름다운초록이들'
이라는 비밀 모임을 만들고 또래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행동에 임하기로 한다. 첫 번째
목표는 거대한 컨테이너선 아르고의 출범을
막는 일! 하지만 열세 살 청소년들에게 국토를
횡단하거나 바다 위에서 거대 선박을 공격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는데...
정글 | 9782822230803 | 2020
72쪽 | 19,5x27 cm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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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키스
만화·그래픽 노블

Chroniques de San Francisco

만화·그래픽 노블

테일
오브 더 시티

우리 함께
춤을 (제1권)
계시

메리 앤은 탯줄을 자르는 심정으로 자신의 고향
오하이오를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한다.
바버리 레인 28번지의 공동체에 둥지를 틀게
된 그녀는, 마르지 않는 다정함으로 입주자들을
엄마처럼 돌봐 주는 바버리 레인의 주인 마담
매드리걸을 통해 삶의 다양성에 눈 뜨게 된다.

아미스테드 모핀
상드린 르벨
이자벨 보티앙
아미스테드 모핀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만화로
각색하다!

FIND OUT MORE

> 드라마(BBC, Netflix), 연극, 라디오 극장 등
다양한 포맷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작품.
9782368463598 | 2020 | 128쪽
21,5x28,5 cm | 19.00 €

Danse avec moi (Tome 1) : La révélation

다르코
페즈
이자벨 보티에
셀레스트와 힙합 댄스
그룹 <매지컬 파이브>의
도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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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부모와 뛰어난
요리사인 여동생과 함께 사는 셀레스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러던 셀레스트는 얼마 전부터 듣고 있는 힙합
댄스 수업 덕분에 점차 자기 확신을 갖게 된다.
이제 곧 지역 댄스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셀레스트는 그룹을 만들어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한다.
정글 | 9782822225960 | 2018
48쪽 | 22x29,5 cm | 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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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키스
만화·그래픽 노블

Entre Neige et Loup

만화·그래픽 노블

눈과 늑대

아녜스 도메르그
엘렌 카낙
일본 전설에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

아버지와 함께 사는 릴라는 눈 덮인 섬에 위치한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한다. 릴라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저주와 악마로부터 릴라를 보호해왔다.
어느 날, 아버지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자
아버지가 악마에게 잡혔다고 생각한 릴라는
아버지를 찾으러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길을 떠난 릴라는 하얀 늑대 한 마리와 의문의
지조 보살들로 가득한, 눈 속에 잠들어 있는
이상한 숲을 발견하는데…

RIGHTS SOLD

영어로 출판됨 (Magnetic Press, USA)
정글 | 9782822229517 | 2019
96쪽 | 17x19,5 cm | 14.95 €

Évadées du Harem

하렘을
탈출한 여자들
이 이야기는 소설처럼 역동적이지만,
역사적으로 엄밀하게 입증된 실화이다. 20세기
초반 무슬림 여성들의 억압된 삶에 관한 예리한
증언이며, 동양과 서양이 서로 매혹되는 복잡한
관계를 재조명하는 작품이다.

디디에 켈라 기요
알랭 켈라 빌르지에
사라 클라온
1906년, 오스만 양가
출신의 두 젊은 여성이
파리로 탈출을 감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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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368462614 | 2020 | 119쪽
20x26 cm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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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키스
만화·그래픽 노블

Guerilla Green :
Guide de survie végétale en milieu urbain

만화·그래픽 노블

그들이 리오
프랭크를
죽였다

그린 유격단

도시 속 식물 생존법

오펠리 당블레
쿠키 칼케르
여기 저기 다 심자!

도시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땅이 넘쳐 나는데,
그 땅에서 과일이나 채소가 자라고 있지는
않다. 쇠스랑, 씨앗, 물뿌리개로 무장한 '그린
유격단'이 나설 차례! 그린 유격단의 비폭력
운동가들은 정치적인 정원 가꾸기를 권장한다.
그저 앞마당에 꽃을 심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 도시의 공간을 다시 구성하고
도시 속의 사회적인 관계를 주도적으로
연결하고 재탄생시켜야 한다.

RIGHTS SOLD

영어로 출판됨 (BOOM publishing, USA)
9782368463253 | 2019 | 175쪽
17x20 cm | 18.00 €

Ils ont tué Léo Frank

자비에 베토쿠르
올리비에 페레
20세기 초 미국을
뒤흔들었으며 오늘날에도
꾸준히 반향을 일으키는 한
사건에 대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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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퇴직 기자 알론조 만은 생의 끝을
바라보는 노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는 1913년
미국을 뒤흔들었던 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증언을 하기로 결심한다. 공장에서 일하던
어린 소녀를 살인했다는 혐의를 받아 시민들의
증오를 폭발시켰던 유대인 리오 프랭크 사건.
감옥에서 린치를 당해 사망에 이르었던 그의
살인죄는 훗날 오심 판정을 받았었는데…
9782368463734 | 2019 | 102쪽
20x27 cm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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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키스
만화·그래픽 노블

L'Enfant Océan

만화·그래픽 노블

바다의 아이들

재즈의
남작부인, 니카

한밤중에 얀은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에 깨어난다.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던 얀은 부모님이 얀과
얀의 형들이 불행하길 원한다는 걸 알게 되고,
얼른 형들을 깨워 다같이 도망가야 한다고
설득한다. 한밤중이고 비도 오고 있었지만,
형제들은 얀의 지시에 따라 프랑스 땅을 걷고
걸어 바다로 향한다. 그리고 형제들의 여정에는
놀랍고 다양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스 레르므니에
스테도
장 클로드 무를르바
샤를 페로의 고전 <엄지
동자>가 유머러스하고
모던하게 재탄생되다.

정글 | 9782822230056 | 2020
64쪽 | 22x29,5 cm | 14.95 €

La Baronne du jazz

스테판 타마이용
프리실라 오르빌레르
음악과 자유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금기를
무릅썼던 귀족 부인 니카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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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차일드 가문의 젊은 귀족 부인이었던
파노니카가 훗날 그 유명한 '재즈의 남작부인'
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
니카가 운명처럼 자신의 자리를 찾은 곳은 담배
연기 가득한 맨해튼의 재즈클럽이었다. 니카는
아트 블랭키, 디지 길레스피, 찰리 파커, 그리고
텔로니어스 몽크 등 최고의 재즈 연주자들과
친해지게 된다. 그리고 비밥의 제왕과의 우연한
만남은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놓게 되는데…
9782368462751 | 2020 | 160쪽
19x25,5 cm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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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키스
만화·그래픽 노블

La Brigade des cauchemars (Tome 4) :
Mélissandre

만화·그래픽 노블

우주 전쟁

악몽 단속반
(제1권)
멜리상드르

프랑크 틸리에
욤귀 뒤몽
청소년을 위한 스릴러
만화 시리즈!

세 명의 십대 트리스탕, 에스테방, 사라와
미스터리한 앵거스 교수가 '악몽 단속반'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악몽 단속반은 새로운 기술
발전 덕분에 사람들의 꿈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정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과 꿈의 세계 사이의 경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Norma/Astronave)

La Guerre des Mondes

허버트 조지 웰스
틸로 크라프
허버트 조지 웰스의 고전
SF를 각색한 작품.

FIND OUT MORE

> 10만부 판매됨 (프랑스)
> 드라마 제작중
정글 | 9782822230582 | 2020
64쪽 | 17x19,5 cm | 1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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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우주과학자들은 화성 표면에서
백열 가스가 폭발하고 번개가 치는 등의
이상한 움직임을 목격한다. 곧이어, 이 붉은
행성으로부터 출발한 비행물체들이 지구로
날아들었다. 비행물체들이 갈라지고, 내부에
타고 있는 거대한 생명체들이 조종하는 기계
장치들이 쏟아져 나온다. 세 개의 다리가 달린
기묘한 모습의 외계 생명체들은, 불타는 광선과
'검은 연기'라고 불리는 유독 가스로 무장한 채
런던으로 향하며 모든 것을 파괴한다. 영국군이
대응해 보지만 전세는 침략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공포로 가득한 대탈주가 시작되는데...
정글 | 9782822231510 | 2020
136쪽 | 22x28,6 cm | 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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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키스
만화·그래픽 노블

La vie mystérieuse, trépidante
et héroïque du Dr James Barry
(née Margaret Bulkley)

만화·그래픽 노블

나무 위의 남작

남장 여의사
제임스 배리
이야기
이자벨 보티앙
아녜스 모프레
19세기 영국의 군의관
제임스 배리 전기.

1865년 8월 21일, 가디언지는 당대의 가장
재능 있는 외과 의사로 인정받던 군의관 제임스
배리가 사실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세간의 화제를 모은
사건이지만 군대 측은 이를 불명예로 받아들여,
애써 루머를 잠재우고 한 세기 동안 제임스
배리에 관련된 모든 문건을 봉인해 버렸다.
게다가 그에 그치지 않고, 인간적이고 현대적인
치료법을 발견했던 제임스 배리의 의사로서의
경이로운 업적까지 은닉하기에 이른다.

Le Baron Perché

클레르 마르탱
이탈로 칼비노
세계 문학의 명작이 최초로
만화화되다!

9782368462492 | 128쪽
19x26 cm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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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브로사의 론도 남작 가문의 장남인 12살 소년
코지모는 달팽이 요리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한
문제로 부모와 다투고, 정원의 털가시나무
위에 올라간다. 코지모는 다시는 나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채,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닌다. 그 과정에서 코지모는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만남을 마주하게 된다. 전 세계로 번역된 이탈로
칼비노의 명작을 각색한 책으로,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 성인들은 물론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정글 | 9782822229982 | 2020
128쪽 | 22x29,5 cm | 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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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키스
만화·그래픽 노블

Les aventures d'Alduin et Léna (Tome 1) :
Les Guerriers de glace

만화·그래픽 노블

레미제라블
(제1권)

알두앵과
레나의 모험
(제1권)

판틴

얼음의 전사들
엘리자 포세타
나타니엘 르장드르
에스텔 파이의 소설을
각색한 작품.

로샤임 마을의 알두앵과 레나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다. 하지만 모두가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한다. 알두앵은 족장의 아들이고,
레나는 치유자의 딸이다. 어느 날, 그들은 너머에
사는 잔혹한 얼음의 전사들이 마을로 와서 어린
소녀들을 납치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알두앵은 마을의 다른 소녀들을 살리기 위해
레나를 희생시키자고 논의하던 마을 어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고, 레나는 마을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심하는데…

Les Misérables (Tome 1) : Fantine

막스 레르므니에
루키
시암
총 4권의 만화
시리즈로 재탄생한
빅토르 위고의 명작.

정글 | 9782822230971 | 2020
48쪽 | 22x29 cm | 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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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제라블>의 첫 파트는 판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성스러운 인간과의 조우를
통해 인생이 뒤바뀌는, 한때 죄수였던 남자
장 발장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어린 코제트의
어머니인 판틴의 삶의 부침을 따라가는 가운데,
장 발장에게 집착하는 형사 자베르와 동정심
없는 여관 주인 테나르디에 부부도 등장한다.

RIGHTS SOLD

2개국에서 출판됨: 네덜란드 (Daedalus),
중국 (PostWave)
정글 | 9782822228381 | 2019
72쪽 | 22x29,5 cm | 14.95 €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스타인키스
만화·그래픽 노블

Les voyages de Lotta (Tome 1) :
Les Renards de feu

만화·그래픽 노블

로타의 모험
(제1권)

불꽃의 로테르
(제1권)

라플란드의 순록 목동 올라프는 아내 에스테르의
죽음 이후 15살짜리 두 딸 로타와 솔베그와 함께
살고 있다. 쌍둥이인데도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아이. 솔베그는 여리고 조용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주변 사람들과 거의 소통하지 않는 아이이다.
로타는 언제나 솔베그의 몫까지 대신 이야기를
하고, 활기차고 단호하다. 그런 로타는 솔베그를
사랑하고, 혹시 모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언제나
솔베그를 보호한다. 로타는 무당이 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로타가 바라는 건 영혼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솔베그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는 길고 어려운 무속 훈련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 과연 로타는 훈련을 견뎌 내고 솔베그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로테르는 보초 고양이 샤테르통과 함께 다니며
키메라 마을에 정기적으로 출몰하는 괴물들을
사냥해 주는 일을 한다. 어느 날, 이웃 마을의 소녀
알리에랭은 로테르에게 무섭고 이상한 괴물이
있다며, 이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부탁한다. 한편
로테르는 한 노련한 여성 몬스터 사냥꾼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인생에 대해 알아 간다.

불의 여우

마리 지메르
엘레나 비아
북유럽 전설 속 두 쌍둥이
자매의 놀라운 여행.

Lothaire Flammes (Tome 1) :
Chasseurs de monstres

괴물 사냥꾼

마리안 알렉상드르
생생하고 매혹적인
세계관 속 한 젊은 괴물
사냥꾼의 모험.

정글 | 9782822231985 | 2020
48쪽 | 22x29,5 cm | 1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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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 | 9782822225687 | 2019
64쪽 | 22x29,5 cm | 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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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e reposera plus tard

만화·그래픽 노블

우린 아직
젊기에

브리지트 뤼시아니
클레르 르 메이
노인 요양원. 대안은
없을까? 혁신적인

마리는 건강하고 용감무쌍한 70대 할머니다.
그녀는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유일하게 하기
싫은 일이 가만히 앉아 쉬는 것일 정도다. 하지만
사고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쉬어야만 하게 된
마리. 아파트에 혼자 덩그러니 있기는 싫었던
마리는 결국 '주도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시니어
타운'에 입주하기로 한다.
9782368463352 | 2020 | 128쪽
20x26 cm | 18.00 €

Zoya (Tome 1) :
Quand le grand crique me croque

조야 (제1권)
귀신이 온다

문리
포그
매혹적인 중세 시대의 두
자매 이야기.

시니어타운을 소개하는

피아와 여동생 미에트는 무서운 어른 힐보른의
지시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훔치는
소매치기 고아 집단 '승객'에 속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단한 소매치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아이 가뱅이 집단에
들어온다. 한편, 기숙사에서는 이상한 실종
사건이 뒤따르는데, 사실은 힐보른이 아이들을
이용해 어둠 속의 실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피아, 미에트, 가뱅은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고, 어느새 친구가 된 지하에
사는 이상한 생명체와도 작별해야만 하는데...
정글 | 9782822230421 | 2020
48쪽 | 22x29,5 cm | 11.95 €

다큐멘터리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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