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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출판사비고 출판사

  1000가지 팁이    1000가지 팁이  
담긴 승마 안내서담긴 승마 안내서

  식물로 50가지    식물로 50가지  
공작품 만들기공작품 만들기

  스마트폰 없이    스마트폰 없이  
즐기는 50가지 놀이즐기는 50가지 놀이

  말과 친해지기 위한 50  말과 친해지기 위한 50
가지 게임과 활동가지 게임과 활동

  해부학과 정골의학  해부학과 정골의학

  임상 해부학 (제1권)  임상 해부학 (제1권)

  장식화의 기법과 기술  장식화의 기법과 기술

  임상 해부학 편람    임상 해부학 편람  
(제1권)(제1권)

  자르고 붙이고 그리자  자르고 붙이고 그리자

  커트러리 나이프   커트러리 나이프 
만들기 만들기 

  임상 진료와 소수술  임상 진료와 소수술

  운동선수들을 위한    운동선수들을 위한  
근력 운동 가이드근력 운동 가이드

  운동선수를 위한    운동선수를 위한  
건강보조식품건강보조식품

  의자의 역사  의자의 역사

  말 지압 요법  말 지압 요법

  동물 그리기  동물 그리기

  예쁜 식물    예쁜 식물  
그림 그리기그림 그리기

  수채화로 놀기  수채화로 놀기

  에어브러쉬 페인팅  에어브러쉬 페인팅

  유화 그리기  유화 그리기

  요가하는 몸  요가하는 몸

  어린 탐험가를    어린 탐험가를  
위한 안내서위한 안내서

  조소  조소

  조소  조소

  말 스트레칭 요법  말 스트레칭 요법

  3D펜 드로잉  3D펜 드로잉

  목공  목공

  인체 조소  인체 조소

  패턴 제작과 재봉    패턴 제작과 재봉  
(제1권)(제1권)

  추상화 시도하기  추상화 시도하기

  드라이 파스텔  드라이 파스텔

  해부학 포켓북  해부학 포켓북

  갤롭 성공하기    갤롭 성공하기  
(1~4단계)(1~4단계)

  생존 가이드  생존 가이드

  응급의학 포켓북  응급의학 포켓북

www.vigotmalo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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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출판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000 Trucs & astuces du cavalier

1000가지  1000가지  
팁이 담긴  팁이 담긴  
승마 안내서승마 안내서
초보자든 숙련자든 전문가든, 말을 타는 
승마인이라면 종종 복장이나 장비, 훈련, 
마장마술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이 책은 승마인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유용한 
솔루션과 팁을 제공한다. 새롭게 개정되고 
확장된 제7판으로, 승마에 관한 가장 중요한 
조언들이 담겨 있는 필수 가이드북이다.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1000 Trucos Y Consejos 
Para El Jinete Y El Caballo, Ediciones Tutor)

9782711425884 | 2020 | 192쪽 
17x24 cm | 19.90 €

 50 activités à faire avec les végétaux

식물로  식물로  
50가지 공작품 50가지 공작품 
만들기만들기
식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연의 소재로 만들 수 
있는 공작 아이디어로 가득한 책이다. 예술작품, 
화장품, 장식품 등을 만들 수 있으며, 식물로 
직조하는 법, 식물성 자연 날염 등을 배울 수 
있다. 50가지 이상의 공작 아이디어와 각각의 
작품에 필요한 재료와 단계별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며, 상세한 삽화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독특한 
공작 아이디어들이 독자들의 잠재된 창의성을 
한층 북돋아줄 것이다.

9782711425785 | 2020 | 144쪽 
17x24 cm | 14.9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크리스텔 보날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한  
50가지 이상의 공작 
프로젝트.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클로드 뤽스

모든 승마인들을 위한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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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출판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0 activités sans écran :  
Pour occuper les enfants

스마트폰  스마트폰  
없이 즐기는 없이 즐기는 
50가지 놀이50가지 놀이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주말이나 방학 동안 아이들의 호기심과 뇌를 
자극하고 몸을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활동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부터 눈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책에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실내 및 야외 활동, 여행 등 다양한 
활동 아이디어는 물론, 재미있는 이야기, 퍼즐, 
수수께끼가 보너스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라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서 스마트폰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9782711425860 | 2020 | 96쪽 
17x24 cm | 9.90 €

 50 jeux et activités  
pour éduquer votre cheval

말과 친해지기 말과 친해지기 
위한 50가지 위한 50가지 
게임과 활동게임과 활동
재미있고 교육적인 활동을 통해 말과의 소통 
능력을 키우고 말의 성격을 파악해보세요. 
완벽한 설명이 담긴 충실한 가이드북으로, 
세 가지 난이도로 나뉜 50가지 게임과 활동은 
물론, 훈련을 더욱 쉽게 만들어줄 '전문가의 
팁'이 실려 있습니다. 초보 승마인부터 숙련된 
승마선수까지, 말과 인연을 맺고 즐겁게 말을 
교육하고 싶은 모든 승마인들을 위한 책.

9782711425365 | 2019 | 128쪽 
17x24 cm | 19.9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클로드 뤽스

말과 승마인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용 활동집.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클로드 뤽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이도 재미있게 놀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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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atomie & ostéopathie : Fondaments 
anatomiques pour les ostéopathes

해부학과 해부학과 
정골의학정골의학
정골의학의  
해부학적 기반
정골의학은 해부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다. 저자는 서양의 정골의학 
방법론에 기반하여 인간 신체의 해부학에 
대한 정골의학적 접근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해부학과 정골의학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학문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그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다양한 미발표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해부학에 대한 독자들의 궁극적인 이해를 돕는 
책이다.
RIGHTS SOLD
이탈리아어로 출판됨 (Anatomia &  
Osteopatia, Piccin Nuova Libraria S.p.A.)

말로완 | 9782224030292 | 2015 
224쪽 | 19,5x25,5 cm | 46.00 €

 Anatomie clinique (Tome 1) :  
Anatomie générale, membres

임상 해부학  임상 해부학  
(제1권)(제1권)
일반 해부학과 사지
총 다섯 권으로 이루어진 카미나 교수의 임상 
해부학 시리즈는 일반 해부학의 효과적인 학습 
도구로 충분한 책이다. 정확하고 현대적인 
텍스트로, 모든 용어는 국제 표준에 의거한 
프랑스어 표현으로 통일되었다. 다양한 4
색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임상이나 수술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해부학적 설명을 
제공한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상인 시리즈로, 
훌륭한 일반 의학 입문서가 될 것이다.

말로완 | 9782224031831 | 2009 
592쪽 | 20,2x26,7 cm | 65.00 €

과학·기술·의학과학·기술·의학

피에르 카미나

일러스트가 포함된 일반 
해부학 교과서.

과학·기술·의학과학·기술·의학

앙드레 샹트피
장 프랑수아 페로

최상의 정골의학을  
위한 해부학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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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rt et technique  
de la peinture décorative

장식화의 장식화의 
기법과 기술기법과 기술
프랑스어와 영어 두 언어가 병기된 흔치 않은 
책으로, 모조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 장식 화가 
및 도장공이라는 직업과 그 기술을 소개하는 
책이다. 다양한 작업물 예시와 함께 장식화의 
폭넓은 창의적·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장식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초대한다. 또한 대리석, 목제, 준보석이나 
조개껍데기에 이르는 다양한 소재를 모방하여 
그리는 기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소개하여, 
독자가 장식화 그리기에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돕는다.
FIND OUT MORE
>  2010 les Meilleurs Ouvriers de France 

서적부문 그랑프리

비알 | 9782851012449 | 2020 
224쪽 | 24x31 cm | 75.00 €

 Carnet d'anatomie (Tome 1) : Membres

임상 해부학 임상 해부학 
편람 (제1권)편람 (제1권)
사지
의과대학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완벽한 해부학 편람! 
키워드 방식으로 상세하게 집필된 본문으로, 
암기가 더 쉬워져 다지 선다형 문항에 대비할 
수 있다. 책날개를 활용해 페이지 일부를 덮고 
삽화를 점검해가며 자신의 학습 현황을 확인하고 
복습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실용적인 
판형으로 언제 어디서든 학습하기 좋다. 이 
편람은 의과 대학 혹은 치의학과 대학의 학생 
및 의료 관련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출간되었다.

말로완 | 9782224033798 | 2013 
272쪽 | 13,5x16,5 cm | 22.00 €

과학·기술·의학과학·기술·의학

피에르 카미나

최신 해부학 연구를 반영한 
해부학 편람.

예술예술

미셸 나다이

장식화의 기법과 기술에 
대한 참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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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출판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Couper, coller, dessiner :  
100 projets pour expérimenter,  
rêver, créer avec vos enfants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그리자그리자
아이와 함께 꿈꾸고 
실험할 수 있는 100
가지 창작 프로젝트!
수많은 창작 아이디어로 가득한 이 책과 함께, 
아이의 몸속에 잠들어 있는 예술가의 영혼을 
깨워보세요. 이 책을 통해 아이는 회화, 조각, 
오리고 붙이기 등 다양한 종류의 창작 매체를 
탐험하고 색상의 조화, 시점, 대칭 등 기초적인 
미술 기법들을 모두 배울 수 있답니다. 아이에게 
영감을 주고 호기심과 창의성을 북돋아 줄 
방법을 찾는 부모님들에게 이상적인 책으로, 
아이들은 자신만의 예술을 표현하며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

9782711425594 | 2019 | 160쪽 
25x25 cm | 19.90 €

 Coutelier taillandier :  
Secrets de forge

커트러리 커트러리 
나이프 만들기나이프 만들기
대장간의 비밀
금속 수공예가 점차 사라지면서 선대의 노하우도 
점점 잊히고 있다. 이 책은 대장장이라는 
직업과 전통적인 금속 공예를 재조명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전수하는 책이다. 금속 
수공예의 기초와 실제 훈련 방법 및 커트러리 
나이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작업 도구와 장비 
등을 소개한다.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진이 
실려있어 누구든 나이프 단조술을 이해하고 
적용해볼 수 있도록 돕는 마법 열쇠 같은 책.

비알 | 9782851012241 | 2020 
224쪽 | 23x30 cm | 55.00 €

예술예술

크리스티앙 모레티
마인 세리

커트러리 나이프를 
단조하는 다양한 기술을 
풍부한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하는 책.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마리 라우지

아이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키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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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stes en médecine et petite chirurgie

임상 진료와 임상 진료와 
소수술소수술
<임상 진료와 소수술>은 의료인들이 만나는 
다양한 임상 상황별로 적합한 의료행위를 
선택하도록 도와줄 실용적인 열람표를 
제공한다. 임상 전문의의 추천과 최신 의학계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성인 진료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일반의학 의료인 및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책이다.

말로완 | 9782224035808 | 2020 
176쪽 | 12x28 cm | 28.00 €

 Guide de musculation pour les sportifs

운동선수들을 운동선수들을 
위한 근력 운동 위한 근력 운동 
가이드가이드
운동선수들의 훈련에서 근력 강화는 중요한 
요소이다. 단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한 근력은 훈련 시에 좀 더 빠른 
워밍업을 돕고 훈련 후에도 빠른 회복을 
돕기 때문이다. 이 가이드북은 다양한 운동 
종목에서의 최상위 선수 간의 외형적 차이점을 
비교하여 종목별로 필요한 근력 강화의 목표치를 
제안하며, 그에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상세하게 추천하는 실용서이다.
RIGHTS SOLD
영어로 출판됨 (Strength Training Anatomy  
for Athletes, Human Kinetics)

9782711425280 | 2019 | 288쪽 
19,5x25,5 cm | 24.9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프레데리크 들라비에
미카엘 귄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근력 운동법.

과학·기술·의학과학·기술·의학

사라 테페르
오렐리앵 게냉

임상 진료와 소수술의 최신 
지식을 망라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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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e des compléments alimentaires  
pour sportifs

운동선수를 위한 운동선수를 위한 
건강보조식품건강보조식품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에 관한 
참고서로, 깊이 있는 과학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조식품의 역할에 관해 설명한다. 
운동선수를 위한 건강보조식품을 고르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에게 어떠한 보조식품이 
필요한지와 적당한 용량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영양소 결핍을 막아 선수의 부상을 방지해주는 
건강보조식품의 역할을 상기할 때, 이 책은 
자신의 신체 능력을 더욱 개선하고자 하는 
운동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폴란드어 (Suplementy Żywnościowe Dla 
Sportowców, Wydawnictwo Aha!) 
스페인어 (Guía De Complementos 
Alimentarios Para Deportistas, Paidotribo)

9782711425501 | 2019 | 208쪽 
19,5x25,5 cm | 21.90 €

 Histoire des sièges

의자의 역사의자의 역사
의자는 고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세기를 
거듭하며 진화해왔다. 시간이 흐르며 형태, 
재질, 생산 기술 면에서 끊임없이 변화해온 
의자를 보면, 미학적인 관점뿐 아니라 사회상의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다양한 
일러스트와 함께 지난 세기 동안 의자가 
변화해온 역사를 소개하는 전문서로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물론 예술사에 
열정을 가진 독자들이나 직업 예술가들에게 
완벽한 책이 될것이다.

비알 | 9782851012128 | 2019 
288쪽 | 23x30 cm | 55.00 €

예술예술

장 자크 트라우트와인

의자의 탄생에서부터 
아르데코 시기에 
이르기까지, 의자의 역사를 
발견해 보세요.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프레데리크 들라비에
미카엘 귄딜

최상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운동선수들을 위한 
건강보조식품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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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iation au shiatsu pour chevaux

말 지압 요법말 지압 요법
지압 요법은 팔다리 스트레칭과 같은 다양한 
요법의 조합으로, 모든 말에게 예외 없이 
유익한 요법이다. 지압과 한의학에 대한 자세한 
개요로 시작해, 삽화와 함께 상세히 설명된 
단계별 지침을 통해 지압 치료 실습법을 배울 
수 있다. 승마인들이 지압 요법으로 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9782711425969 | 2020 | 176쪽 
17x24 cm | 26.00 €

 Je dessine des animaux :  
65 modèles d'animaux sauvages,  
de la ferme et bébés animaux !

동물 그리기동물 그리기
65가지 야생동물, 농장 
동물, 아기 동물 그림
작고 귀여운 동물부터 크고 무서운 동물까지, 
동물들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죠. 아기 
동물들, 야생 동물, 농장 동물 등 다양한 동물을 
그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좋아하는 동물들을 
그림으로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도록 60개 
이상의 동물 그림 그리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시현해 놓았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선과 형태를 진짜처럼 만들어줄 연필 한 
자루와 종이 한 장뿐이랍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RIGHTS SOLD
영어로 출판됨 (Big Book of Drawing Animals, 
North Light Books)

9782711422579 | 2013 | 144쪽 
22x31 cm | 14.9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티에리 보드농

다양한 동물들을 그리는 
법을 배워보세요.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크리스텔 페르노

말의 건강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압  
요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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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dessine des plantes superjolies

예쁜 식물  예쁜 식물  
그림 그리기그림 그리기
생동감 있는 형태와 색상으로 자연을 그리고 
색칠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아마추어 
예술가들을 위해 80종의 다양한 꽃과 식물들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소개하며, 식물들을 
조합하는 아이디어는 물론 그림 그리기에 
필요한 도구도 알려드립니다. 저자의 매력적인 
일러스트 스타일을 접하면, 독자들도 고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식물 
그림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9782711425815 | 2020 | 112쪽 
19,5x21 cm | 14.90 €

 Jeux d'aquarelle :  
Technique de « l'humide sur humide »

수채화로  수채화로  
놀기놀기
번지기 기법
물, 종이, 물감의 만남을 마스터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 책은 수채화의 중요한 기법을 
배우기 위해 재미있는 단계별 연습을 제공합니다. 
번지기 기법 등 수채화 작품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실제 연습을 
위한 다양한 연습법이 실려 있으며, 색상 사용에 
대한 질문/답변 코너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수채화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는 물론 숙련된 
화가에게도 영감을 줄 생생한 가이드북!

윌리스 | 9782844152527 | 2019 
128쪽 | 21,5 28 cm | 19.9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이자벨 가뉴

수채화의 번지기 기법을 
재미있게 배워보세요.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빅토리아 도르슈

예쁜 꽃과 식물들을 그리는 
법을 단계별로 배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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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peinture à l'aérographe :  
Techniques et réalisations

에어브러쉬 에어브러쉬 
페인팅페인팅
기초 기술과 작품 완성
초보자들에게는 철저한 설명을 통해 에어브러쉬 
페인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술을 더 
완벽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어브러쉬 
페인팅 가이드북이다. 11가지의 프로젝트를 
통해 에어브러쉬 도구 사용법, 부피감을 
만드는 법, 실수를 방지하거나 수정하는 법 등 
에어브러쉬에서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주제를 
자세히 설명한다.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는 
데에서 시작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경지로 발전하도록 돕는 충실한 안내서이다.

윌리스 | 9782844152541 | 2019 
80쪽 | 19x26 cm | 14.90 €

 La peinture à l'huile :  
Peinture au couteau

유화 그리기유화 그리기
나이프 페인팅
크고 흐린 하늘에서 섬세한 꽃줄기에 이르기까지, 
나이프의 위치, 각도 및 압력의 간단한 변화로 
이 모든 것을 그려낼 수 있다. 삽화가 포함된 
상세한 시연을 통해 나이프 페인팅의 기본 
기술을 배우고, 깊이와 부피감을 만들어내는 
법, 의도적으로 색상을 펼쳐져 나이프 페인팅 
특유의 분위기를 만드는 법, 빛과 그림자와 
움직임을 표현하는 법 등 멋진 나이프 페인팅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기법을 제공한다.

윌리스 | 9782844152596 | 2020 
128쪽 | 21,5x26,8 cm | 19.9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넬리 레스트라드

나이프 페인팅 기법을 단계 
별로 배워보세요.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장 자크 공도

에어브러쉬 페인팅의 필수 
기술을 배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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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corps en yoga : À la lumière  
de l'anatomie pour une pratique plus 
consciente et plus respectueuse

요가하는 몸요가하는 몸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수련하기 
위한 해부학
요가 수련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해부학 지식이 
필수적이다. 이 책을 통해 올바른 자세를 위한 
골반, 척추, 견갑대의 위치를 배울 수 있으며, 
해당 부위를 경험할 수 있는 요가 자세에 
관한 시범도 실려 있다. 200점 이상의 삽화가 
포함되어 해부학 및 요가 자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요가 하는 몸'을 이해하기 위해 모든 
요가 교사와 수련자가 접해야할 책이다.

9782711426003 | 2020 | 240쪽 
21x21 cm | 25.00 €

 Le manuel du jeune aventurier : 
Exploration et découverte de la nature

어린 탐험가를 어린 탐험가를 
위한 안내서위한 안내서
자연의 탐험과 발견
아이들이 자연을 즐기고 탐험하도록 격려하고자 
하는 모든 부모에게 필수적인 책이다. 나침반이나 
연 등 자연 탐험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 
실려 있으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구별하는 
법, 불 피우는 법이나 낚시하는 법 등 숲에서 
생존하는 기본적인 능력들을 알려준다. 화려한 
삽화와 풍부한 아이디어로 가득한 이 책은, 어린 
탐험가들을 양성하는 충실한 안내서이다.

9782711421992 | 2016 | 192쪽 
21x27 cm | 14.90 €

어린이·청소년어린이·청소년

클로드 뤽스

즐겁고 안전하게 야외를 
탐험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워보세요.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파스칼 자이야르
도로테 흐르모

요가 수련 동안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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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Modelage : Les animaux

조소조소
동물
단순한 형태에서 시작해 아주 아름다운 동물 
조각상까지 만들 수 있다. 필수적인 조소의 
기술, 필요한 도구와 재료는 물론, 진짜같은 
동물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알아야 할 
척추동물의 해부학적 속성이 설명되어 있다. 
동물을 조각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과 유용한 
팁이 포함되어 있어 초보자는 물론 숙련된 
예술가에게도 적합한 책으로, 동물 조소를 위한 
필수적인 가이드북이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간자체  
(Guangxi Fine Arts Publishing  
House Co. Ltd), 독일어 (Tiere modellieren  
für Einsteiger, Hanusch Verlag)

윌리스 | 9782844152589 | 2019 
80쪽 | 19x26 cm | 14.90 €

 Le Modelage : Têtes et expressions

조소조소
초상화 표현
초상화는 비율의 정확한 표현을 배우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조소에서 매우 인기 있는 
연구 주제 중 하나다. 초상화 조소를 위해 필요한 
도구와 다양한 마무리 기술은 물론, 인간 두상의 
해부학 및 비율의 과학을 설명하고, 얼굴에 
나타나는 주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작업 
단계별 상세 지침을 제공한다. 초보자는 물론 
숙련된 예술가에게도 적합한 책으로, 초상화 
조소를 위한 필수적인 가이드북이다.
RIGHTS SOLD
4개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Portret boetseren, Forte Uitgevers),  
영어 (Modelling Heads and Faces in Clay, 
Bloomsbury Publishing), 독일어 (Kopf und 
Gesicht. Modellieren mit Ton, Hanusch Verlag), 
중국어 간자체 (Guangxi Fine Arts Publishing 
House Co. Ltd)

윌리스 | 9782844152534 | 2019 
80쪽 | 19x26 cm | 14.9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베리트 힐드레

단계별 상세 설명을 통해 
실물과 같은 초상화를 
조각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필리프 샤조

단계별 상세 설명을 통해 
동물을 조각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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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stretching pour votre cheval :  
Des mouvements simples et sans risque 
pour le bien être de votre monture

말 스트레칭 말 스트레칭 
요법요법
말의 건강을 위한 
간단하고 안전한 
스트레칭
정골 요법, 신경 근육 및 스트레칭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말 스트레칭 요법은 말의 
워밍업이나 부상 후 회복 및 재활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말 스트레칭 연습에 필요한 
해부학과 생리학의 기초를 설명하고, 100개 
이상의 사진을 통해 말의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자세를 제시한다. 승마인들은 말 스트레칭 
기술을 통해 말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말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될 것이다.

9782711425891 | 2020 | 128쪽 
24x17 cm | 25.00 €

 Le stylo 3D :  
Dessiner en trois dimensions

3D펜 드로잉3D펜 드로잉
입체적으로  
그리기
3D펜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혁신적인 
기법으로, 최근 수많은 아티스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미술 도구이다.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3D 작품 제작을 위한 실습 
및 단계별 설명이 포함된 안내서로, 소규모 
작품에서 대규모 작품, 장식품이나 가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3D펜 드로잉 아이디어와 
영감으로 가득한 책이다.

윌리스 | 9782844152626 | 2020 
80쪽 | 19x26 cm | 14.9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마리 라우지

새롭게 떠오른 미술  
도구인 3D 펜의 기술을 
설명하는 책.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장 미셸 부다르

말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스트레칭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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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uiserie : 20 plans de jouets

목공목공
스무 가지 목재  
장난감 만들기
한동안 플라스틱 장난감에 밀렸던 목재 
장난감이 최근 다시 급부상했다. 애정으로 
만들어져서 세대에서 세대로 물려받게 되는 
하나의 장난감보다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 이 
책은 열정적인 장인들의 세대를 초월한 스무 
가지 나무 장난감 모델을 소개하고 있으며, 
모델별 재료 리스트와 상세 도면은 물론 제작 
팁까지 실려 있다. 목공예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충실한 
책으로, 고전적인 목재 장난감을 만들기 위한 
완벽한 교과서가 될 것이다.

비알 | 9782851012364 | 2020 
112쪽 | 20,5x29,7 cm | 29.00 €

 Modelage du corps humain :  
Pieds, mains, tête

인체 조소인체 조소
발, 손, 머리
머리, 손, 발은 일반적으로 신체에서 가장 
조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책은 이러한 
신체 부위에 대한 해부학적 개요를 제공하고, 
각 부위를 조각하는 단계별 팁과 상세 설명이 
포함되어 작업자가 실제와 같은 결과물을 
얻도록 돕는다. 또한 해당 부위를 조각할 때 
흔히 일어나는 실수를 방지하는 귀중한 팁이 
제공되어 신체 조소에서의 세부 표현의 개선을 
돕는 필수적인 가이드북이다.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Forte Uitgevers), 독일어 (Hanusch Verlag), 
중국어 간자체 (Guangxi Fine  
Arts Publishing House Co. Ltd)

윌리스 | 9782844152619 | 2020 
80쪽 | 19x26 cm | 14.9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필리프 샤조

인체에서 가장 섬세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발, 손, 머리를 조각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예술예술

장 피에르 바레트

스무 가지 복고풍 나무 
장난감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상세 도면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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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élisme et couture (vol. 1) :  
Maîtriser les bases du patron,  
de la coupe à plat et de l'assemblage

패턴 제작과 패턴 제작과 
재봉 (제1권)재봉 (제1권)
패턴 메이킹의 기초, 
평면 패턴 제작과 조립
파리 패션 학교의 현직 교수가 집필한 책으로, 
취미 혹은 직업적인 목적으로 패션에 열정을 
품은 독자들이 패턴을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의상 제작에 관한 실용적인 
조언은 물론, 바지, 치마, 여러 종류의 소매 등 
다양한 의상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삽화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 초보자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 패턴 메이킹을 배우고자 
한다면 꼭 필요한 책.

9782711424238 | 2017 | 272쪽 
19,5x27,5 cm | 39.00 €

 Osez l'abstrait :  
Techniques et expression personnelle

추상화 추상화 
시도하기시도하기
자신을 표현하는 기법
추상 미술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색상, 모양, 선 
및 작품의 주제이다. 추상 예술을 시작하고자 
하는 야심 찬 초보자들을 위해 구성 및 균형과 
같은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개인의 창의력 
계발을 장려하는 책이다. 추상화 기법 훈련, 기술 
튜토리얼 등이 실려 있으며, 다양한 추상 예술 
작품 예시가 실려 있어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안내서이다.
RIGHTS SOLD
중국어 간자체로 출판됨  
(Guangxi Fine Arts Publishing House Co. Ltd)

윌리스 | 9782844152572 | 2019 
80쪽 | 19x26 cm | 14.9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쥘리안 케라르 샤크

추상 미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파트릭 쥐느베

패션 재봉의 기초를 
소개하는 학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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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el sec : Visages du monde

드라이 파스텔드라이 파스텔
세계의 얼굴들
좋은 초상화는 모델의 영혼을 끌어내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손으로 그리는 
파스텔 기법은 특히 인물의 감정을 묘사하는 데 
적합하다. 드라이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재료 및 단계별 훈련 방법이 실려 
있는 책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얼굴을 담아낸 
초상화 작품 갤러리가 포함되어 파스텔 초상화 
작업을 시작하려는 독자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안내서이다.

윌리스 | 9782844152510 | 2020 
128쪽 | 12,5x28 cm | 19.90 €

 Petit atlas d'anatomie

해부학 포켓북해부학 포켓북
해부학적인 그림이 없다면 의사가 진찰 중인 
신체는 거의 미지의 영역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환자와의 소통은 어렵다 못해 
불가능할 것이다. 200개의 컬러 도감으로 
이루어진 이 도해집은, 신체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보여주는 일러스트로 가득해 신체의 
주요 구조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게 돕는다. 
한 눈에 특정 부위나 기관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독자는 각 구조 간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구성된 목록표를 참고해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RIGHTS SOLD
에스토니아어로 출판됨  
(Väike Inimkeha Atlas, Oü Trak Pen)

말로완 | 9782224034078 | 2014 
184쪽 | 17,5x24,7 cm | 26.00 €

과학·기술·의학과학·기술·의학

피에르 카미나

일러스트로 이루어진 
신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교과서.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에브 루셀

드라이 파스텔로 생생한 
초상화를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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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ussir ses galops 1 à 4 :  
Préparation aux examens  
fédéraux d'équitation

갤롭 성공하기 갤롭 성공하기 
(1~4단계)(1~4단계)
연방 승마 시험 준비
연방 승마 시험의 갤롭 1~4단계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수험서로, 견습 승마인이 
말을 타고 연습을 하는 것은 물론 말의 관리 
및 취급에 숙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책이다. 
150개 이상의 삽화와 50편의 교육용 비디오가 
포함되어,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통해 
승마의 필수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미래의 전문 승마선수가 되기 위해 올바를 
기술의 발판을 닦는 첫 열쇠와도 같은 안내서!

9782711425532 | 2019 | 224쪽 
19,5x26 cm | 22.00 €

 Survivre :  
Apprendre à faire face

생존 가이드생존 가이드
재난 상황 대처법
하이킹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예방 
조치로든, 자연 재해 상황에 대한 대비책든, 
우리는 생존의 기술을 배워야만 한다. 야생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실용적인 가이드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기술 및, 평소에 준비해 두어야 할 필수 장비를 
안내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는 재난 
상황을 헤쳐나가고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9782711425181 | 2019 | 144쪽 
15x21 cm | 14.9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클로드 뤽스

야생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실용적인 
가이드북.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기욤 앙리

1~4 단계 갤롭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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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gences

응급의학 응급의학 
포켓북포켓북
응급 상황에서는 언제나 곁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참고서가 필요하다. 응급실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주요 의료 상황과 그에 
필요한 의학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구성한, 포켓북 형식의 가이드북이다. 열 번째 
개정판으로, 응급실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최상의 전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이 
최신 의학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그에 맞추어 본문을 대폭 개선했다. 
응급 상황에 직면한 모든 의료인에게 필수적인 
참고서가 될 포켓북.

말로완 | 9782224036065 | 2020 
592쪽 | 12x18 cm | 35.00 €

과학·기술·의학과학·기술·의학

크리스토프 프뤼돔

최상의 응급의료를 위한 
필수 포켓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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