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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트 쉬드  4
>  혁명

  알뱅 미셸 
줘네스 
5 > 6
>  작은 정원을 거니는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  만인을 위한 요리
>  나무 십자가

  카스테르망 
7 > 16
>  탄식의 길 109번지
>  아나이스 닌
>  버그 (제2권)
>  장 콕토, 앙팡 테리블
>  시베리아의 숲에서

>  육체의 왕국
>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  경제
>  위르비캉드의

열병  (컬러판)
>  화이트 하우스
>  동물들의 성 (제2권)
>  꿈영화관
>  늑대
>  킬러와 도시의

문제 (제2권)
>  메두사의 난파자들
>  네갈리오드 (제1권)
>  7월 14일
>  지표 (제2권)
>  베를린의 두 사람
>  설국열차:

멸망 (제2권)

  다르고-르 
롬바르 
17 > 28
>  바빌론 (제1권)
>  국경의 저편
>  젠틀마인드 (제1권)
>  놀라운 영화 이야기
>  카멜라 크림 (제1권)
>  크리스 카일을

저격한 남자
>  아인슈타인의 뇌를

훔쳤을 때 일어나
는 일

>  수송자 (제1권)
>  범인 색출 클럽
>  장갑시의 용사들

(제1권)
>  뮌헨의 마르셀 뒤샹
>  그림자들
>  전지자 (제1권)
>  도마뱀괴물 (제1권)

>  그럼에도 불구하고
>  몬스터 디저트

(제1권)
>  뉴욕 카니발
>  클로데트 콜빈
>  심리 수사관
>  플로랑스 (제1권)
>  다가올 미래
>  댄스!
>  야스미나 (제1권)
>  쓰레기 제로에

도전한 우리 가족

  뒤푸이 
29 > 34
>  불의 손 장고
>  비인간
>  카르멘
>  페스트
>  쌍둥이 콜랭과

셀린 (제2권)

>  분노의 아이들
(제2권)

>  그르미예 자매들
(제1권)

>  리틀 네모
>  킨샤사 1974,

모하메드 알리
>  올리브 (제1권)
>  나무 아래서 (제2권)
>  황량한 서부 (제1권)

  갈리마르 
줘네스 
35 > 36
>  르나르의 노래
>  희망을 먹어삼키

는 자
>  몬스터 셰이커
>  시트로앵 비자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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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쿠르 그룹 
37 > 42
>  카스텔모르의 저주
>  엘프 (제28권)
>  거인 셀레스트
>  살인의 거리 (제5권)
>  줄리우스 코랑탱

(제7권)
>  새매 (제10권)
>  하킴의 오디세이

(제3권)
>  별 방랑자 (제2권)
>  다섯 개의 땅 (제4권)
>  새들은 돌아

보지 않아
>  선구자들
>  복종 (제6권)

  아셰트  
줘네스  43
>  고양이 복슬이

(제1권)

  에콜 데 
루아지르 
44 > 45
>  고전 문학을

읽었습니까?
>  독
>  별의 성 (제5권)

  뤼 드 
레쉬퀴에 
46 > 48
>  카멜 조
>  동물처럼
>  우주 생성론
>  퍼머컬처
>  소로와 나

  스타인키스 
49 > 58
>  무용의 길

(제1권)
>  아름다운 초록이들

(제1권)
>  테일 오브 더 시티

>  우리 함께 춤을
(제1권)

>  눈과 늑대
>  하렘을 탈출한

여자들
>  그린 유격단
>  그들이 리오

프랭크를 죽였다
>  바다의 아이들
>  재즈의 남작부인,

니카
>  악몽 단속반 (제1권)
>  우주 전쟁
>  남장 여의사 제임스

배리 이야기
>  나무 위의 남작
>  알두앵과 레나의 모

험 (제1권)

>  레미제라블
(제1권)

>  로타의 모험
(제1권)

>  불꽃의 로테르
(제1권)

>  우린 아직 젊기에
>  조야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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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트 쉬드  악트 쉬드 www.actes-sud.frwww.actes-su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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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volution : I. Liberté

혁명혁명
1. 자유
1789년에서 179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권력자들의 
행보가 아닌 민중의 삶을 통해 총체적으로 
그려낸 야망 어린 작품이다. 두 명의 저자가 
15~20페이지마다 교대해가며 함께 쓰고 그린, 
5년 동안의 작업을 통해 완성해 낸 놀라운 
다큐멘터리 만화.
FIND OUT MORE
> 2020 앙굴렘 황금야수상 최고작품상/ 2019
샤토드슈베르니 역사만화상/ 2019 Bulles
d’Humanité/ 2019 밀파주 상

악트 쉬드 | 9782330117375 | 2019 
336쪽 | 19x24 cm | 26.00 €

해외 저작권 Sandra Martel : s.martel@actes-sud.fr   수출 Annie Eulry : a.eulry@actes-sud.fr

플로랑 그루아젤
윤 로카르

기존의 세상이 전복되던 
뜨거운 시대를 그려낸 
매혹적인 연대기.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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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뱅 미셸 줘네스  알뱅 미셸 줘네스 www.albin-michel.fr/jeunessewww.albin-michel.fr/jeun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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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sais cuisiner : Des recettes simples 
et épatantes en bande dessinée

만인을  만인을  
위한 요리위한 요리
만화로 보는 근사하고 
간단한 레시피북
프랑스 가정 요리의 진정한 바이블인 지네트 
마티오의  <만인을 위한 요리>는 1932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 6백만부 이상이 팔린 바 있으며, 
여전히 수많은 프랑스 가정의 부엌에 구비된 
책이다. 50가지가 넘는 레시피를 단계 별로 쉽게 
배울 수 있게 만화로 그려낸 이 책과 함께라면 
뵈프 부르기뇽, 크렘 브륄레, 소고기 스튜, 사과 
파이 등 다양한 프랑스 요리를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다.

9782226447920 | 2020 | 128쪽 
21,2x28,3 cm | 19.90 €

 알뱅 미셸 줘네스  알뱅 미셸 줘네스 www.albin-michel.fr/jeunessewww.albin-michel.fr/jeunesse

 Carnet d'un voyageur immobile 
dans un petit jardin

작은 정원을 작은 정원을 
거니는 여행자를 거니는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위한 안내서
프레드 베르나르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신의 정원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려  소란스운 삶에서 벗어난 비밀의 정원에 
관한 감각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를 
탄생시켰다. 저자는 곤충학자, 박물학자, 
동물학자, 참을성 있는 정원사 사이를 오가며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리고 보충 설명용 주석을 
썼다. 독자는 기꺼이 이 호화롭고 경이로운 
오아시스 속에 푹 빠질 것이다. 전 연령층.

9782226445926 | 2020 | 216쪽 
23x25 cm | 25.00 €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지네트 마티오
잔 조에 르코르슈

신예 요리사를 위한 만화로 
보는 프랑스 요리 바이블!

프레드 베르나르

시대상이 반영된  
아름다운 책.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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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Croix de bois

나무 십자가나무 십자가
1919년 알뱅 미셸에서 출판되어 전쟁 소설 
장르를 획기적으로 혁신시켰던 롤랑 도르줄레의 
<나무 십자가>는 병사들이 트렌치코트 군복을 
입던 제1차 세계대전 시절에 영감을 받아 쓰여진 
책으로, 당시 평론가들의 즉각적인 환영을 
받은 바 있는 작품이다. JD 모르방과 파쿤도 
페르치오는 이 비정하고 강렬하며 동시에 
유머러스한 명작 소설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명석하게 각색해냈다. 두 저자는 원작 소설과 
작가 도르줄레의 실제 삶의 사건들을 연결하며 
진실과 허구 사이의 가느다란 끈을 보여주는 데 
성공한다.

9782226445629 | 2020 | 104쪽 
23,2x31,3 cm | 19.90 €

해외 저작권 Anne Dufour : anne.dufour@albin-michel.fr

롤랑 도르줄레
JD 모르방

파쿤도 페르시오

잊혀질 뻔한 명작 소설의 
당당한 재탄생.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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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테르망  카스테르망 www.Casterman.com/Jeunessewww.Casterman.com/Jeun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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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ïs Nin :  
Sur la mer des mensonges

아나이스 닌아나이스 닌
거짓의 바다 위로
1930년대 초반. 파리 교외에 사는 아나이스 닌은 
은행가의 아내라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받는다. 두 대륙과 세 개의 언어를 오가며 
삶의 뿌리를 바꾸어 온 그녀는, 여성을 주변부에 
존재하는 사람으로만 여기는 사회 속에서 좀처럼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작가가 꿈인 
아나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일종의 도피처로서 
일기를 써 왔다. 일기는 그녀의 약이며 동반자이고, 
자신의 감정의 복잡성을 탐구하고 그녀 안에 
끓어오르는 관능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그녀 자신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나이스는 
앞으로 자신의 삶에 일어날 엄청난 격변의 첫걸음이 
될 남자 앙리 밀러를 만나고...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Garbuix)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7000부 판매

카스테르망 BD | 9782203161917 | 2020 
192쪽 | 21,6x28,8 cm | 23.50 €

 카스테르망  카스테르망 www.casterman.com/Bande-dessineewww.casterman.com/Bande-dessinee

 109 rue des soupirs :  
Fantômes sur le grill

탄식의 길 109번지탄식의 길 109번지
궁지에 몰린 유령들
엘리오는 언제나 집을 비우는 부모님 대신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바로 에바, 앵거스, 아메데, 
월터라는 유령들이야! 그러던 어느 날, '낙오된 
유령 조사위원회(CRI)' 의 수사관이 109번지 
엘리오네 집으로 오고 말았어. 수사관은 엘리오네 
집이 '제대로' 유령 씌인 집인지 미심쩍어했는데, 
이 집의 유령들이 엘리오를 좋아했기 때문에
문제였지. 유령들은 자신들이 무서운 유령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
함정, 고문, 층마다 우는 소리내기 등등. 하지만
유령 사냥꾼 '윌리카 본 파프리카'가 등장하면서
일은 복잡해졌어. 유령 사냥꾼의 눈에 띄지 않는
동시에 무서운 유령인 척도 해야 해. 어떻게 하지?
이미 첫 번째 책으로 수많은 독자를 정복시킨,
유머로 가득한 새로운 고딕 시리즈.

RIGHTS SOLD
네덜란드어로 출판됨 (Ballon Media)

9782203064348 | 2020 | 128쪽 
16,2x23,5 cm | 10.90 €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레오니 비쇼프

아나이스 닌의 인생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자기 
확신, 해방 된 관능과 
같은 페미니즘적 주제를 
탐구한다.

탄식의 길 109번지탄식의 길 109번지

MR. 탕
욤귀 뒤몽

독자들을 웃다 지치게 만들 
새로운 이야기!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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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테르망  카스테르망 www.casterman.com/Bande-dessineewww.casterman.com/Bande-dessi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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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teau, l'enfant terrible

장 콕토, 앙팡 장 콕토, 앙팡 
테리블테리블
작가, 영화감독, 시인, 그리고 화가까지. 장 콕토
(1889~1963)는 천 개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인다. '무서운 아이' 장 콕토의 인생을 상세히 
돌아보는 책으로, 저자 로렐린 마티우시와 
프랑수아 리비에르는 장 콕토 개인의 전기적인 
요소는 물론, 다양한 형태로 피어난 그의 작품이 
내포하는 몽환적인 암시를 함께 담아냈다. 콕토는 
흔치 않은 집요함을 지닌 탐미주의자였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피카소, 레이몽 라디게 등 
콕토가 지지하던 예술가들까지 참여했던 당시의 
아방가르드 운동에 당혹감을 느꼈던 작가였다. 
강렬하고 매혹적인 흑백 전기 속에서 독자는 장 
콕토의 사랑, 약물 남용, 그의 재치와 변화무쌍한 
작품관을 모두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카스테르망 BD | 9782203131767 | 2020 
256쪽 | 18,6x26 cm |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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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g (Tome 2)

버그 (제2권)버그 (제2권)
근미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순식간에 
디지털 세상을 빨아들여 디지털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그리고 한 남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험난한 눈 폭풍 속에 서 
있다. 인류의 기억을 간직한 유일한 인물이며 
모두의 표적인 이 남자의 목표는 하나뿐이다. 
딸을 구하기 위해 살아남는 것.
RIGHTS SOLD
7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Norma), 
이탈리아어 (Alessandro), 덴마크어 (Cobolt), 
스웨덴어 (Cobolt), 독일어 (Carlsen)…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0만부 판매
> 영화화

카스테르망 BD | 9782203163614 | 2019 
80쪽 | 19x26,6 cm | 18.00 €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로렐린 마티우시
프랑수아 리비에르

쉽게 규정지을 수 없는 한 
예술가의 여정.

버그버그

앙키 비랄

앙키 비랄의 <버그>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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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sh Empire

육체의 왕국육체의 왕국
싱귤래리티'라고 불리우는 세계의 주민들은 복잡한 
비 생물학적 인공 지능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들이다. 각각의 휴머노이드들은 
싱귤래리티의 디지털 메모리의 집약체이자 
중앙 프로그램인 데이터 센터에 자신의 지식을 
기록한다. 데이터 센터가 포화 상태에 직면하고 
싱귤래리티가 과밀화된 상황에서 상원은 일부 
주민을 척출해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연구원 레이 지모브는 
싱귤래리티의 휴머노이드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육체의 쾌락'이라는 새로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는데...

카스테르망 BD | 9782203164314 | 2019 
128 pages | 19,4x26 cm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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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s les forêts de Sibérie

시베리아의 시베리아의 
숲에서숲에서
인간의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분리되어 살 수 
있을까? 도시의 일상을 떠나 세상의 끝에서 
살기. 그것이 실뱅 테송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도전이었다. 여행 작가 실뱅 테송은 2020년 2
월부터 7월까지, 겨울이 끝나가는 시베리아에서 
봄의 시베리아까지를 살았다. 바이칼 호숫가의 
오두막에 홀로 살던 그는 책, 보드카, 추억에 
둘러싸여 천천히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침묵을 
받아들였다. 테송은 자연을 방해하지 않고 
장기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며 시베리아를 걷고, 탐험하고, 낚시를 하고, 
호수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도 타고, 흔치 않은 
이웃이 생기기도 했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카탈로니아어 (Simbol), 
스페인어 (Harper Collins)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만부 판매

카스테르망 BD | 9782203198821 | 2019 
112쪽 | 19x26,8 cm | 18.00 €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얀 르장드르

<블레이드 러너>와 <
신시티> 사이, 기술 발전에 
관한 놀라운 SF.

비르질 뒤레이
실뱅 테송

실뱅 테송의 베스트셀러를 
만화로 각색한 작품.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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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économie

경제경제
조에는 실직 중인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똑똑하고 주도적인 열두 살 조에는 엄마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조에는 은퇴한 경제학 교수인 옆집 
로빈슨 할머니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가며 
일, 실업, 세계화, 은행, 기술 발전, 불평등, 
공정, 퇴직, 기본 소득, 생태학, 화폐, 재정, 
유럽 경제, 브렉시트 등 오늘날 우리의 경제 
활동을 지배하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문점을 
풀어간다.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 (Miseghy Children's Press)

9782203168497 | 2020 | 48쪽 
19,8x26,5 cm | 12.95 €

 카스테르망  카스테르망 www.Casterman.com/Jeunessewww.Casterman.com/Jeunesse

 Il fallait que je vous le dise

꼭 해야만 하는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이야기가 있어요
비록 선택권이 주어진다 해도 낙태는 여성의 
삶에서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 혼자서만 
그 문제를 껴안고 있거나, 그 일에 수반되는 
감정과 표현의 양면성조차 주변에 표현할 
수 없다면 더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뇌, 죄책감, 외로움, 육체적 고통,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도 없다는 느낌... 저자 오드 
메르미오는 이제 그 침묵을 깨려 한다. 저자가 
상담했던 환자들의 이야기는 물론 전문의 
마르탱 윙클러의 환자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두 의사의 이야기는 결국 한곳으로 모이며 
이토록 강렬하고 평화로우며 동시에 지금의 
사회에 꼭 필요한 책을 탄생시켰다.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Rollercoaster Press)

카스테르망 BD | 9782203153738 | 2019 
168쪽 | 21,6x28,8 cm | 22.00 €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만화로 보는 우리 사회만화로 보는 우리 사회

제자벨 쿠페 수베랑
오리안 뷔

어째서 우리 삶에서 경제가 
불가피한지 이해하도록 
도와 주는 만화.

오드 메르미오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 '
낙태'를 둘러싼 침묵을 깨기 
위한 목소리.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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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Maison Blanche : Histoire illustrée 
des présidents des USA

화이트 하우스화이트 하우스
미국 대통령의 역사
조지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까지, 임기별로 
두 페이지씩의 텍스트 및 삽화를 통해 역사상 
미국의 태통령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 및 임기 
동안 일어난 중요한 사건, 일화, 인용문, 제도적 
혁신, 임기상의 위기 등을 다룬다. 예술, 광고, 
음악, 영화 등 문화 속에 남겨진 대통령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으며, 유머러스하지만 
진실된 내용으로 가득한 이 책에 가짜 뉴스는 
없다!

카스테르망 BD | 9782203096271 | 2020 
156쪽 | 20x23 cm | 22.00 €

 카스테르망  카스테르망 www.casterman.com/Bande-dessineewww.casterman.com/Bande-dessinee

 La fièvre d'Urbicande (Édition couleur)

위르비캉드의 위르비캉드의 
열병  (컬러판)열병  (컬러판)
1985년 앙굴렘 최고작품상을 수상했던 
프랑수아 슈이텐과 브누아 페테르스의 장편 
사가의 두 번째 작품이 최초로 컬러판으로 
재탄생했다. 위르비캉드의 외젠 로빅은 불만이 
많다. 위르비캉드를 관리하는 '위기관리 위원회'
가 위기에 직면한 도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다리 건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로빅의 사무실에 파괴할 수 없는 강철로
만들어진 이상한 물체가 나타난다. 그리고
기원을 알 수 없는 속이 빈 입방체 구조의 물체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데...

카스테르망 BD | 9782203202924 | 2020 
104쪽 | 24x32 cm | 24.00 €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에르베 부르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 45명의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

어둠의 도시들어둠의 도시들

프랑수아 슈이텐
브누아 페테르스

자크 뒤리외

초판이 출판된지 35년,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인 자크 뒤리에의 
채색과 함께 재탄생한  <
위르비캉드의 열병>.

만화·그래픽 노블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국제도서전 8 개 주제별 카탈로그개 주제별 카탈로그

 카스테르망  카스테르망 www.casterman.com/Bande-dessineewww.casterman.com/Bande-dessinee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58  

 Le cinérêve : Le mystère Hortensia

꿈영화관꿈영화관
오르땅샤의 비밀
기묘한 이웃 멜 오르땅샤를 지켜보던 아홉 살 
오귀스탱 푸생은 '꿈영화관'이라는 이상한 장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낸다. 꿈영화관은 영화를 
보듯이 장면을 선택하면 한 사람만을 위해 
맞춤형으로 상영되는 꿈속에서 그 장면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오귀스탱은 기사가 되는 꿈을 
선택하고, 기사가 되어 중세 시대로 간 오귀스탱은 
험악한 도적의 손아귀로부터 성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 도적은 현실에서 오귀스탱을 괴롭히기 좋아하던 
푸앵카레 선생님이었다! 꿈속의 오귀스탱은 승리를 
거두고, 다음 날 현실로 돌아왔을 때 선생님은 
웬일인지 오귀스탱을 더는 괴롭히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오귀스탱은 꿈영화관에 다시 
들어가기만을 애타게 기다린다. 하지만 꿈영화관에 
달려갔을 때, 미스터리한 파워를 가진 인간인 '마법사'
들만이 입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과연 
오귀스탱은 꿈영화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까?

9782203181168 | 2020 | 64쪽 
21x27 cm | 11.95 €

 카스테르망  카스테르망 www.Casterman.com/Jeunessewww.Casterman.com/Jeunesse

 Le château des animaux (Tome 2) : 
Les marguerites de l'hiver

동물들의 성 (제2권)동물들의 성 (제2권)
겨울의 데이지
성 안은 온통 겨울이다. 실비오 대통령이 공포 정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겨울의 차가운 
기후는 더욱 가혹하기만 하다. 하지만 미스 B와 그 
친구들인 토끼 시저와 쥐 아젤라는 아직 굴복하려 
하지 않는다. '데이지'라는 별명을 가진 미스 B 일당은 
종소리가 나는 목걸이의 착용을 거부하며, 모든 
동물들에게 무료로 나무를 배포할 것을 요구하며 
황소 같은 독재자에게 대항하는 운동을 펼친다. 이 
용감한 친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더욱 드높이기 위해 
매일 밤 추위에 맞서가며 실비오 대통령의 창문가에 
앉아 있다. 그러나 데이지의 뜻대로 독재 정권을 
물리치려면 가장 무서운 함정, 즉 폭력에 굴복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 과연 미스 B는 친구들이 평화롭게 
저항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도전이 
시작되는데...

RIGHTS SOLD
7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Splitter),  
스페인어 (Norma), 덴마크어 (Shadow Zone), 
스웨덴어 (Egmont), 포르투갈어 (Geomais)…

카스테르망 BD | 9782203172500 | 2020 
56쪽 | 24x32 cm | 14.95 €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Fabiana Angelini : f.angelini@Casterman.com   해외 저작권 Sophie Baro : sbaro@
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꿈영화관꿈영화관

롤랑 가리그
안 디디에

카트린 뒤발

환상적인 모험 속 꿈과 
현실이 뒤섞이는 삼부작의 
첫 번째 작품.

동물들의 성동물들의 성

펠릭스 들렙
자비에 도리송

비폭력을 통한 저항.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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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tueur. Affaires d'état (Tome 2) : 
Circuit court

킬러와 도시의 킬러와 도시의 
문제 (제2권)문제 (제2권)
민주주의, 정의.. 멋져 보이는 이름을 가졌으며 
정직한 이들을 위로하는 듯해 보이는 그 모든 
위대한 원칙들은 사실 부패, 탐욕, 폭력에 
직면했을 때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책을 
펼치면, 거대한 싸움의 중심에 한 킬러가 있다. 
그리고 사회 질서의 보증인이 되어야 마땅할 
사람들이 싸움에서 손을 떼자, 도시는 통제를 
잃게 되는데…상상했던 것 이상 먼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책.
RIGHTS SOLD
독일어로 출판됨 (Schreiber & Leser)

카스테르망 BD | 9782203149755 | 2020 
56쪽 | 22,7x30,4 cm | 11.50 €

 카스테르망  카스테르망 www.casterman.com/Bande-dessineewww.casterman.com/Bande-dessinee

 Le loup

늑대늑대
에크랭 산 속, 가스파르는 산악 목초지에서 
방목하는 양을 지키는 목동이다. 가스파르는 
양 무리를 잡아먹으려는 늑대를 죽여야만 
하지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늑대 새끼를 
살려주기로 한다. 그러나 여름이 왔을 때 어린 
늑대는 복수에 굶주리고 힘센 성인 늑대로 
성장해 있었다. <늑대>는 충격적이고 강렬한 
이야기로 독자를 물어뜯는다. 독자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이 거칠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더 무서운 것은 어느 쪽인가. 늑대인가, 
사람인가?
RIGHTS SOLD
8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Knesebeck), 
그리스어 (Utopia), Croatian (Naklada Fibra), 
이탈리아어 (Ippocamapo),  
덴마크어 (Fahrenheit)…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45000부 판매

카스테르망 BD | 9782203196773 | 2019 
112쪽 | 19x26,8 cm | 18.00 €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킬러와 도시의 문제킬러와 도시의 문제

뤽 자카몽
마츠

킬러의 새로운 개입 분야: 
부패에 시달리는 도시 
공동체.

장 마르크 로셰트

<모비 딕>과 <나비의 무게
(에리 드 루카)> 사이에서, 
동물의 왕국 속 인간의 
위치를   묻는 생태학적 우화.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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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galyod (Tome 1)

네갈리오드 네갈리오드 
(제1권)(제1권)
자리 체팔트는 타이 사막에서 공룡을 지키는 
목동이다. 그는 공룡과 이야기를 나눌 줄 알고 
매듭의 기술을 마스터한 목동이다. 어느 날, 
폭풍을 일으키는 트럭이 나타나 그가 지키던 
공룡 무리를 휩쓸어버리자, 자리는 복수를 위해 
처음으로 시내로 향한다. 복수의 여정을 걷던 
주인공이 놀라운 일들을 겪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길을 추구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낸, 선사 
시대 생물인 공룡과 SF의 도시 풍경을 결합한 
독특한 작품.
RIGHTS SOLD
8개 언어로 출판됨 : 스페인어 (Norma),  
영어 (IDW), 폴란드어 (Egmont),  
독일어 (Carlsen), 네덜란드어 (Daedalus)…

카스테르망 BD | 9782203152373 | 2018 
208 pages | 24x32 cm | 25.00 €

 카스테르망  카스테르망 www.casterman.com/Bande-dessineewww.casterman.com/Bande-dessinee

 Les naufragés de la Méduse

메두사의 메두사의 
난파자들난파자들
1816년, 왕실 주의자들은 이제 막 혁명과 제국의 
후계자들을 권력으로부터 몰아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항해해본 적 없는 한 
귀족이 전함 메두사호의 선장이 된다. 7월 2일, 
메두사호는 세네갈 해안에서 암초에 좌초되고, 
구명정의 수가 부족해 170명의 승객은 바다 
위를 떠도는 임시 뗏목에 올라탄다. 그리고 2주 
후 발견되었을 때는 겨우 17명의 생존자만이 
남아있었다. 낭만주의 화가 제리코는 이 주제에 
흥미를 느껴 고전주의 회화의 족쇄에서 벗어날 
기회로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로 한다. 그러나, 
그림 작업은 벅차기만 하고 예술가의 몸과 
영혼을 거의 삼켜버리게 되는데...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7000부 판매

카스테르망 BD | 9782203132429 | 2020 
176쪽 | 21,6x28,8 cm | 26.00 €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뱅상 페리오

먼 미래의 공룡과 인간? 
사막같은 풍경과 괴물같은 
도시를 그려낸 작품.

장 세바스티앙 보르다
장 크리스토프 데브네

낭만주의 화가의 걸작과 
난파선의 교차점.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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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ères (Tome 2) : 2 000 nouveaux dessins 
pour comprendre le monde

지표 (제2권)지표 (제2권)
세상을 이해하는 
2000가지 만화
조센 게르네르는 주간지 'Le 1'의 첫번째 호부터 
만화 칼럼 <지표>를 통해  특유의 유머러스하고 
간결한 필치로 경제, 역사, 프랑스, 유럽, 세계, 
과학, 일상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사해 왔다. 그의 펜은 단단하고, 
그림체는 언제나 깔끔하다. 조센 게르네르의 
최근 만화 칼럼을 모은 두 번째 모음집으로, 
언제나처럼 유머러스하면서도 학습적인 만화로 
최신 뉴스들을 재조명한다.
RIGHTS SOLD
한국어로 출판됨(Jakkajungsin)

카스테르망 BD | 9782203215788 | 2020 
264쪽 | 14x20 cm | 15.00 €

 카스테르망  카스테르망 www.casterman.com/Bande-dessineewww.casterman.com/Bande-dessinee

 Quatorze juillet

7월 14일7월 14일
테러로 아내를 잃은 화가 뱅상을 만난 젊은 
헌병 지미는, 뱅상과 그의 어린 딸 리사를 
자신이 품어주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도 사람들을 구해줄 권리는 
있는가? 선의를 자처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바스티앙 비베스와 
마르탱 케네헨이 그려낸 새로운 현대 스릴러로, 
편집증적이고 분열된 프랑스에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혼란스러운 
인물의 초상화가 펼쳐진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 스페인어 (Diabolo), 
한국어 (Open Books)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만부 판매

카스테르망 BD | 9782203196834 | 2020 
256쪽 | 19,8x28 cm | 22.00 €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지표지표

조센 게르네르

주간지 'Le 1' 조센 게르네르 
칼럼 만화의 두 번째 
모음집.

바스티앙 비베스
마르탱 케네헨

바스티앙 비베스의 첫 
스릴러 작품!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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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perceneige - Extinctions (Tome 2)

설국열차: 멸망 설국열차: 멸망 
(제2권)(제2권)
1001칸의 객차를 달고 있는 열차가 생존을 위해 
달려간다. 열차의 첫 번째 임무는 열차에 탈 권리를 
얻은 자들을 찾으러 가는 것.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으로 갈 
여력이 있는 사람들… 지미와 그의 아버지는 멸망을 
향해 흐르는 잔혹한 시계 초침에 마음이 급하고, 젱은 
설국열차에 오르자마자 그동안 꿈꿔왔던 유토피아의 
종말을 목격하게 된다.

RIGHTS SOLD
11개 언어로 출판됨: 영어 (Titan), 이탈리아어 
(Cosmo), 스페인어 (Norma), 독일어  
(Jacoby & Stuart), 러시아어 (Piter)…

FIND OUT MORE
> 1만부 판매됨 (프랑스)
> 영화화

카스테르망 BD | 9782203172296 | 2020 
96쪽 | 19x26,8 cm | 18.00 €

 카스테르망  카스테르망 www.casterman.com/Bande-dessineewww.casterman.com/Bande-dessinee

 Seules à Berlin

베를린의 베를린의 
두 사람두 사람
1945년 4월, 베를린. 독일 여성 잉그리드는 나치 정권 
아래 지냈던 수년간의 지옥 속에서 빠져나왔다. 러시아 
여성 에브게니야는 히틀러의 잔재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소비에트 군대와 함께 베를린에 도착했다. 
잉그리드는 자신의 집에 자리를 잡으려는 '러시아 
야만인'을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반면, 그동안의 
외로웠던 삶에 지쳤던 에브게니야는 앞으로 함께 
살게 될 독일의 여인에게 호기심을 느낀다. 독자는 
두 사람 각자의 일기를 통해 둘 사이에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우정이 서서히 싹트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 
작가 니콜라 융커는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와 더불어, 
냉전의 여명에서부터 독일이 경험하게 될 새로운 
격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재구성될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초상화를 그려낸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Scratch),  
스페인어 (Montserrat Terrones)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6000부 판매

카스테르망 BD | 9782203168527 | 2020 
200쪽 | 21,6x28,8 cm | 25.00 €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Jérôme Baron : jbaron@casterman.com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설국열차설국열차

장 마르크 로셰트
마츠

지구에 닥친 새로운 빙하 
시대, 생존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된다.

니콜라 융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독일 여성과 러시아 
여성 사이의 우정 이야기.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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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l'autre côté de la frontière

국경의 저편국경의 저편
1948년 애리조나. 유명한 탐정 소설 작가 
프랑수아 콩브는 아내, 아들, 애인을 데리고 
산타크루즈의 무인지대에 정착한다. 유령 같은 
도시와 과거 개척 시대의 풍경을 간직한 사막 
지대에 둘러싸이자 프랑수아는 다시 문학적 
영감을 되찾고, 사치와 욕망이 노예 문화와 
비참함과 맞물리는 노갈레스의 국경 지대에 
매료된다. 국경 너머,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Arboris), 
러시아어 (Istari Comics)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1000부 판매

다르고 베네뤽스 | 9782505084648 | 2020 
72쪽 | 22x28,8 cm | 15.99 €

 다르고-르 롬바르  다르고-르 롬바르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Babylone (Tome 1) : La Traque

바빌론 (제1권)바빌론 (제1권)
추격전
바빌론'은 유출 전문 기관이다. 즉, 철통 보안으로 
둘러싼 장소에 비밀 요원을 보내서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을 꺼내오는 일을 하는 곳이다. 
막스 페를란은 최고의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바빌론에서 유출 업무를 한다. 그는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꺼내올 수 있다는 평판을 
얻었는데, 이런 평판 덕에 가끔은 원치 않는 
관심이 꼬이기도 한다. 어느 날, 막스 페를란은 
사소한 임무 수행을 위해 아프리카로 향하고, 
그것이 사소한 임무가 아님을 곧 깨닫게 된다. 
그는 쿠데타가 일어난 국가로부터 도망쳐 나온 
독재자의 탈출을 도와야만 하는데...
RIGHTS SOLD
네덜란드어로 출판됨 (Daedalus)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5000부 판매

르 롬바르 | 9782803677108 | 2020 
56쪽 | 22,3x30 cm | 12.45 €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장 뤽 프로망탈
필립 베르테

불평등과 긴장의 분위기가 
팽배했던 산타크루즈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스릴러.

바빌론바빌론

니클루
갈랑동
지로

막스 페를란은 복잡한 
상황에 대응할 줄 아는 
최고의 요원이지만, 그런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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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ires incroyables du cinéma

놀라운 영화 놀라운 영화 
이야기이야기
영화의 선구자 조르주 멜리에스가 자신의 
영화를 전부 불태워버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지 루카스가 배우들에게조차 다스베이더의 
비밀을 숨길 수 있었던 전략은? 1994년 칸 
영화제를 뒤흔든 스캔들은 무엇이었나? 그 
누구도 말론 브랜도가 영화 <대부>에 출연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영화 <석양의 
무법자>를 촬영할 때 배우들이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던 사고는 무엇이었을까?

프티 타 프티 | 9782380460476 | 2020 
96쪽 | 19x26 cm | 16.90 €

 다르고-르 롬바르  다르고-르 롬바르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Gentlemind (Tome 1)

젠틀마인드 젠틀마인드 
(제1권)(제1권)
뉴욕, 1940년. 무일푼의 젊은 예술가 나빗은 
조금은 구식이지만 매력적인 신문사 <
젠틀마인드>를 물려받는다. 호전적이고 
지적이며 대담한 그녀는 곧바로 '언론사의 수장'
이라는 자리에 적응하고, 낡아빠진 신문사를 
모던한 잡지사로 만들겠다는 엄청난 도전을 
시작한다. 나빗은 유럽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잃은 연인의 추억에 괴로워하는 동시에 황금기의 
한복판, 아직은 너무나도 남성 위주였던 미국 
사회의 현실과 싸워야만 하는데…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Norma)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20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76370 | 2020 
88쪽 | 24x32 cm | 18.00 €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제 7의 예술 영화를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영화사의 주요 사건을 
되짚어 보는 다큐멘터리 
만화.

젠틀마인드젠틀마인드

후안 디아즈 카날레스
테레사 발레로

안토니오 라포네

한 여성의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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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omme qui tua Chris Kyle : 
Une légende américaine

크크리스 카일을 리스 카일을 
저격한 남자저격한 남자
아메리칸 레전드
전 네이비 실이자 이라크 전쟁의 저격수였던 
크리스 카일은 미군 역사상 최고의 사수였다. 
크리스 카일의 자서전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러나 2013년 
2월 2일, 크리스 카일은 텍사스 스티븐빌의 한 
사격장에서 또 다른 참전병인 에디 레이 루스에 
의해 살해당한다. 그것은 단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L'Uomo che 
uccise Chris Kyle, Ippocampo), 크로아티아어 
(Čovjek koji je ubio Chrisa Kylea, Fibra)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354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84672 | 2020
164 pages | 21,4x28,4 cm | 22.50 €

 다르고-르 롬바르  다르고-르 롬바르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Karmela Krimm (Tome 1) : Ramdam Blues

카멜라 크림 카멜라 크림 
(제1권)(제1권)
탐정 블루스
마르세유 경찰청에서 가장 강인하고 전도유망한 
여성 형사인 카멜라 크림. 그러나 쉽지 않았던 한 
작전 끝에, 그녀는 엉뚱한 사람을 사살하고 만다. 
더군다나 그녀가 사살한 이는 마을 유지의 아들. 
명예가 실추된 카멜라는 결국 경찰청을 나와 
사설탐정이 된다. 그러나 이미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이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카멜라. 사실 그녀가 
지금 항해 중인 이 어두운 바다에서 이상은 그저 
위험한 사치일 뿐이다.

RIGHTS SOLD
독일어로 출판됨  
(Karmela Krim, Schreiber & Leser)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9600부 판매

르 롬바르 | 9782803676255 | 2020 
48쪽 | 30x22,3 cm | 12.45 €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파비앙 뉘리
브뤼노

정돈된 스타일로 그려낸 
중독적이고 강렬한 
다큐멘터리.

카멜라 크림카멜라 크림

르위스 트롱다임
프랑크 비앙카렐리

누구도 무엇 하나 
포기하려하지 않는 치열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유머러스한 탐정 이야기.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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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Convoyeur (Tome 1) : Nymphe

수송자 (제1권)수송자 (제1권)
님프
바이러스가 지구 전체로 퍼졌다. '녹'이 철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철로 만든 차량과 도구 등 모든 
인프라를 파괴했다. 인류 문명은 석기 시대로 
회귀하고, 이 잔혹한 세상에서 전설의 '수송자'
만이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 수송자는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자다. 부탁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임무 수행의 대가로 수송자가 주는 기묘한 달걀을 
먹기만 하면 된다. 어느새 마을의 남자들이 모두 
사라지자, 여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수송자에게 
필요한 부탁을 하고 달걀을 먹는데...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Splitter), 러시아어 
(Istari), 스페인어 (Proyectos y Producciones)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3만부 판매

르 롬바르 | 9782803675753 | 2020 
56쪽 | 24,1x31,8 cm | 14.45 €

 다르고-르 롬바르  다르고-르 롬바르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La Fuite du cerveau

아인슈타인의 아인슈타인의 
뇌를 훔쳤을 때 뇌를 훔쳤을 때 
일어나는 일일어나는 일
1955년 4월 18일, 프린스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막 세상을 떠났다. 부검의 토머스 하비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토머스 하비는 연구를 위해 
아인슈타인의 뇌를 훔친다. 그는 이제 천재의 
뇌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의 
몸이 토머스를 따라왔다. 그것도 생생히 살아 숨 
쉬는 몸이! 토머스가 죄책감으로 미쳐버린 것일까? 
하지만 그의 아내 역시 아인슈타인의 유령을 두 
눈으로 보게 되고, 토머스는 유령이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유머러스하고 섬세한 만화.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5000부 판매

다르고 베네뤽스 | 9782505083603 | 2020 
192쪽 | 22,5x29,8 cm | 25.00 €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수송자수송자

트리스탕 룰로
디미트리 아르망

친절한 '그'에게는 숨겨진 
뒷모습이 있었다.

피에르 앙리 고몽

아인슈타인의 뇌를 
훔치면서 일어난 놀라운 
모험 이야기.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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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Temps des mitaines (Tome1) : 
La Peau de l'ours

장갑시의 장갑시의 
용사들 (제1권)용사들 (제1권)
곰의 가죽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온 아르튀르. 새로운 생활,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를 만날 차례다. 하지만 
지금 장갑시에는 커다란 위협이 다가왔는데, 
아이들이 미스터리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 
작은 곰 아르튀르는 재미있는 펠라기, 흥미로운 
키츠, 집단의 브레인인 공자그, 항상 그 곁을 
지키는 윌로 등 든든한 친구들과 함께 겁도 없이 
수사를 시작하는데…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50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83040 | 2020 
128쪽 | 20,5x27,5 cm | 16.00 €

 다르고-르 롬바르  다르고-르 롬바르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Le Detection Club

범인 색출 클럽범인 색출 클럽
1930년대 콘월의 한 섬. 억만장자 로드릭은 
저 유명한 아가사 크리스티와 체스터튼 
등, 미스터리 소설의 황금기를 연 위대한 
영국 작가들이 모인 그룹 '범인 색출 클럽'의 
회원들을 섬으로 초대해 자신의 거대한 저택 '
빌라 브리어클리프'로 데려간다. 로드릭의 
집으로 향한 범인 색출 클럽의 회원들은 
범죄에 관련된 일련의 정보를 입력하면 증거를 
취합하여 최종 범인을 밝혀내는 새로운 자동화 
장치의 시연회에 참석하게 된다. 그러나 갑자기 
로드릭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RIGHTS SOLD
폴란드어로 출판됨 (Marginesy)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50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79432 | 2019 
136쪽 | 21x28,2 cm | 19.99 €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장갑시의 용사들장갑시의 용사들

로익 클레망
안 몽텔

유머와 서스펜스가 뒤섞인 
이야기.

장 아람바
장 자크 루제

아마도 당신도 회원이 되고 
싶을 비밀 협회!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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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Ombres

그림자들그림자들
길고 긴 여정이 끝나고 드디어 난민 214호가 망명 
신청을 한다. 망명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방황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난민 214호와 그의 여동생은 피에 
굶주린 기병들에게 불 질러지고 피바다가 된 고향 
땅을 뒤로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겁에 질린 
두 사람은 그곳이 어디쯤인지 알지도 못한 채 
숲과 사막과 도시와 바다를 건넜다. 자본주의자 
보리에서부터 밀입국업자 뱀, 소름 끼치지만 
피할 수 없는 그림자들 등 저 너머에서 들려 오는 
목소리처럼 기묘하고 두려운 존재들로 가득한 
진정한 서사시가 펼쳐진다. 난민에 관한 섬세하고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우화.

RIGHTS SOLD
영어로 출판됨 (Shadows, Dark Horse)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0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86249 | 2020 
184쪽 | 21x28,2 cm | 18.00 €

 다르고-르 롬바르  다르고-르 롬바르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Les Aventures de Munich 
dans Marcel Duchamp

뮌헨의  뮌헨의  
마르셀 뒤샹마르셀 뒤샹
1921년, 마르셀 뒤샹은 파리를 떠나 뮌헨으로 
갔다. 그리고 바이에른의 수도 뮌헨에서 딱 3
개월을 보낸다. 파리로 돌아온 뒤샹은 그의 첫 번째 
'레디메이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 작품은 
훗날 그에게 영광을 안겨주고 20세기 예술에 
진정한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아마 누구나 알고 
있는 작품일 것이다. 그러나 그 작품이 탄생하는 
영감의 시기였을, 뒤샹이 생애 말기에 '완전한 
해방의 극장'이라고 일컬었던 뮌헨 체류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뮌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로망 뮈라도브는 뒤샹적인 
엉뚱한 스타일로 뒤샹의 뮌헨 시기를 그려냈다. 
완전한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실존했던 위대한 예술가의 정신을 담아낸 책이다.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4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84894 | 2020 
120쪽 | 20,5x27,5 cm | 22.50 €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자뷔
이폴리트

원치 않았으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억압받는 소수'의 
상징이 되어버린 두 아이의 
오디세이.

로망 뮈라도브

만일 마르셀 뒤샹이 
자서전을 쓰거나 그렸다면, 
아마 이런 책을 원하지 
않았을까.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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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Sauroctones (Tome 1)

도마뱀괴물 도마뱀괴물 
(제1권)(제1권)
폭력이 만연하고 신체 변이는 물론 거대한 야생 
생물들로 가득한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용병들은 거대한 생물 '
도마뱀괴물'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러던 
중, 방랑하는 십 대인 존, 얀, 위르스티 세 사람은 
도마뱀괴물들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쫓아낼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로켓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단 하나, 로켓을 찾는 것.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모험에는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데…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0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80506 | 2020 
232쪽 | 17x24 cm | 19.99 €

 다르고-르 롬바르  다르고-르 롬바르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Les Omniscients (Tome 1) : Phénomènes

전지자  전지자  
(제1권)(제1권)
현상
뉴욕시, 다섯 명의 십 대 청소년이 하루아침에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젊은 신동들은 즉시 FBI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된다. 아직 15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상에 
배울 것이 더는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신동들에게는 이런 고민의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비밀 정부 조직이 
그들을 감금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다. 대체 그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지닌 
피조물은 과연 누구일까?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만부 판매

르 롬바르 | 9782803674961 | 2020 
64쪽 | 22,2x29,5 cm | 12.45 €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도마뱀괴물도마뱀괴물

에르완 쉬르쿠프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세상 
속, 도마뱀괴물 사냥꾼이 
되어 버린 세 명의 십 대들.

전지자전지자

뱅상 뒤고미에
레나타 카스텔라니

다섯 명의 십 대가 어느 날 
갑자기 절대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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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ster Délices (Tome 1) : 
Le Cœur de l'hiver

몬스터 디저트 몬스터 디저트 
(제1권)(제1권)
겨울 나라에서
수석 파티시에 크리스는 자신의 맛있는 창작물들이 
마술처럼 사라져버리는 장면을 보게 된다. 하지만 
곧 원인을 찾았는데, 그건 바로 과자를 훔쳐 먹는 
다람쥐였다. 이상한 다람쥐를 쫓아서 레스토랑의 
커다란 냉장고 뒤편으로 가게 된 크리스는 
그곳에서 마법의 겨울 나라를 발견하게 된다. 
겨울 나라로 간 크리스는 요리 실력이 형편없지만 
찻집을 운영하려는 젊은 엘프 한나를 만나고, 
북유럽의 신이나 전설 속의 생물들마저도 만족시킬 
완벽하고 달콤한 디저트를 만드는 비법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는 한나에게 구세주가 된다. 프랑스 
제과 명인의 실제 레시피가 담겨 있는 어린이 만화.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Letrablanka)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5000부 판매
> TV 시리즈 제작중

르 롬바르 | 9782803637133 | 2020 
48쪽 | 22,2x29,5 cm | 9.99 €

 다르고-르 롬바르  다르고-르 롬바르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Malgré tout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
아나와 제노는 헤어진 지 약 40년 만에 마침내 
재회한다. 아나는 오랫동안 여성 시장으로서 
시정을 맡아 왔으며 주세페의 아내이자 클로디아의 
어머니로서 평화로운 가정도 꾸려왔다. 제노로 
말할 것 같으면, 그동안 운영해 온 작은 서점을 이제 
판매하려 하는 중이며, 이제 막 박사 학위도 땄다. 
아나와 제노는 평생을 서로 만나지 않기 위한 변명 
거리를 찾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만나서 새 출발을 할 시간이다.

RIGHTS SOLD
4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Norma), 
포르투갈어 (Arte de Autor), 네덜란드어 
(Standdard), 이탈리아어 (BAO)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만부 판매

다르고 베네뤽스 | 9782505081500 | 2020 
152쪽 | 22,5x29,8 cm | 22.50 €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몬스터 디저트몬스터 디저트

도스 산토스
아슈미
라페

마법의 평행 세계로 
가서 재능을 펼치는 천재 
파티시에.

조르디 라페브르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소울 
메이트와 재회하기 위해 
평생을 기다린 두 사람의 
이야기.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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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ire : La vie méconnue 
de Claudette Colvin

클로데트 콜빈클로데트 콜빈
우리가 몰랐던 삶
로자 파크스가  앨라배마 몽고메리에서 버스 
좌석을 양보하기를 거부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미 몇 달 전, 미국에서 시민권 운동을 시작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존엄성과 
평등을 향한 투쟁에의 상징이 되었던 또 다른 
젊은 흑인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적당한 시기의 
적당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역사는 그녀를 잊기로 
했다. 그녀의 이름은 클로데트 콜빈.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한국어 (Black Girl, 
Balgeunmirae), 이탈리아어 (Nera, Edizioni El)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0000부 판매
>  2020 부르고뉴 프랑슈 콩테 고등학생 선정 상/

2020 이탈리아 앤더슨 어린이문학 상 그래픽
노블 부문 수상/ 2020 콜로미에 중학생 선정 상

다르고 | 9782205079258 | 2019 
136쪽 | 17,5x24,7 cm | 18.00 €

 다르고-르 롬바르  다르고-르 롬바르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New York Cannibals

뉴욕 카니발뉴욕 카니발
1990년 뉴욕. 파벨은 여전히 문신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수하에 있던 아자미는 경찰관이자 
보디빌더가 되었다. 아자미는 업무 중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한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아자미는 그 아기를 입양하기로 하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신매매단의 흔적을 
추적한다. 그리고, 아기 인신매매단이 한 여성 
갱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파벨이 
자랐던 강제노동수용소의 유령들이 여전히 
뉴욕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배후를 배회하고 
있었다. 마치 강제노동수용소라는 세상과 관습과 
폭력성이 뉴욕의 거리에서 되살아난 듯한데...

RIGHTS SOLD
4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Splitter),  
폴란드어 (Egmont Polska), 포르투갈어  
(Ala dos livros), 스페인어 (Nuevo Nueve)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3만부 판매

르 롬바르 | 9782803672530 | 2020 
152쪽 | 31,8x24,1 cm | 24.50 €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에밀리 플라토

로자 파크스는 역사가 
되었지만, 클로데트 콜빈은 
잊혀버렸다.

제롬 차린
프랑수아 부크

천재적인 문신 예술가, 
입양된 딸인 보디빌더 경찰, 
인신매매된 아기, 피에 
굶주린 마피아…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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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celle (Tome 1) : Débutante

플로랑스 (제1권)플로랑스 (제1권)
초심자
플로랑스의 어머니는 아무런 지식 없이 결혼 
첫날 밤을 맞게 된 한 사촌의 이야기를 즐겨 했다. 
플로랑스는 큰 소리로 웃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13살 소녀인 그녀 역시 첫날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플로랑스의 부모는 
성과 관련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는 
편이었고, 무지로 고통받던 플로랑스는 결국 
성교육 열등생이 되고 만다. 복종과 결혼이라는 
규범은 열세 살 플로랑스의 존재와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녀가 바라는 삶과도 달라 보인다. 
신체가 조금씩 변화해가고 점차 성에 눈뜨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직면하게 되는 공포에 관한 
이해를 촉구하며, 가족과 사회적 규범에 관해 
비평적으로 그려낸 자전적 작품.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30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76493 | 2020 
184 pages | 19,5x26 cm | 19.99 €

 다르고-르 롬바르  다르고-르 롬바르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Psycho-Investigateur : La Genèse

심리 수사관심리 수사관
창세기
시몽 라디우스는 환자들의 기억 속으로 방문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 범죄를 
해결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왔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구원하는 방법은 몰랐다. 독자들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게 만들지도 모를 끔찍한 모험이 
시작된다. 정말로 자신의 기억을 탐험하고 
싶으신가요? 이 책을 펼치십시오.

프티 타 프티 | 9782380460247 | 2020 
144쪽 | 23,2x32,3 cm | 19.90 €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플로랑스플로랑스

플로랑스 뒤프레 라 투르

여성이 된다는 건, 시키는 
대로 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심리 수사관심리 수사관

에르완 쿠르비에
브누아  다앙

심리 수사관 시몽 라디우스, 
인간의 머릿속으로 
잠수하다.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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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z !

댄스!댄스!
1957년 독일. 율리에게는 브로드웨이에 가서 
훌륭한 댄서가 되겠다는 꿈이 있다. 열아홉 살 
율리는 권위 있는 현대무용 학교의 학생이다. 통통 
튀고 외향적인 율리의 열정은 전후 유럽의 우울한 
분위기와 대조적이다. 율리는 즐겁고 다채로워 
보이는 코미디 뮤지컬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지만, 
친구들은 코미디 뮤지컬이 전통적인 독일 무용과 
달리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며 그의 꿈을 비웃는다. 
어느 날, 베를린으로 여행을 간 율리는 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댄서 앤서니를 만나 즉각적인 
끌림을 느낀다. 춤에 대한 열정으로 금세 가까워진 
두 사람. 앤서니는 율리에게 직접 뮤지컬의 세계를 
경험하고 브로드웨이에서 기회를 시험해보려면 
하루 빨리 뉴욕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뉴욕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율리를 
떠나지 않는다. 몇 달 후, 결국 율리는 뉴욕으로 
떠나기로 하는데...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7000부 판매

르 롬바르 | 9782803676873 | 2020 
248쪽 | 20,2x26,8 cm | 19.99 €

 다르고-르 롬바르  다르고-르 롬바르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Soon

다가올 미래다가올 미래
2150년. 세상은 극적으로 변했다. 기후 변화와 
특정 전염병의 재발로 인해 세계 인구는 1/10
로 줄어들었다. 자연은 다시 그 세를 확장했고, 
생존자들은 7개의 도시 지역으로 나뉘어 모여 
살고 있다. 50세의 우주비행사 시몬은 지구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없는 우주 탐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년 동안 훈련을 해왔다. 시몬의 아들 유리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가버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몬은 아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함께 7개의 도시 지역을 여행하자고 청하는데...  
SF 소설과 다큐멘터리의 코드가 혼합된, 오늘날의 
현실 문제를 미래에 투영해낸 SF 만화.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Soon, Carlsen), 
스페인어 (Soon, Nuevo Nueve)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2000부 판매

다르고 | 9782205078749 | 2019 
240쪽 | 22,5x29,8 cm | 27.00 €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모란 마자르

1950년대 독일, 한 젊은 
댄서가 브로드웨이와 
뮤지컬을 꿈꾸다.

토마 카덴
벵자맹 아담

깊이 있는 무게감으로 
빛나는, 다가올 미래에  
관한 이야기.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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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 journal de la famille (presque) 
zéro déchet

쓰레기 제로에 쓰레기 제로에 
도전한 우리 가족도전한 우리 가족
쓰레기 제로 라이프 스타일을 향한, 도전으로 
가득한 놀라운 가족 모험담! 이제는 유명해진 '
쓰레기 제로' 가족이 직접 입을 열어 낭비 없는 삶의 
형태를 향한 자신들의 모험에 관해 이야기한다. 
환경 문제에 관한 인식에서부터 새로운 삶의 
균형에 이르기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과잉 소비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맞서는 쓰디 쓴 자조와 광기로 가득한 
모험 이야기가 가족의 엄마인 베네딕트 모레가 
직접 그리고 쓴 그림과 글로 재탄생했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Le (dis)
avventure della Famiglia zero rifiuti o quasi…, 
Sonda), 한국어 (Balgeunmirae)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7000부 판매

르 롬바르 | 9782803672240 | 2020 
152쪽 | 17,7x24,8 | 19.99 €

 다르고-르 롬바르  다르고-르 롬바르 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http://www.mediatoon-foreignrights.com/

 Yasmina (Tome 1) : Master-classe

야스미나 (제1권)야스미나 (제1권)
마스터클래스
학생들의 식습관과 생태학에 관한 학교의 무관심에 
놀란 야스미나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야스미나는 영어 수업 한 시간을 요리 
수업으로 바꾸고, 수학 수업 한 시간을 정원 가꾸기 
수업으로 바꾸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청원서에 
50개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환경에 관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동료들을 보면 목표 
달성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한국어 (Balgeunmirae),  
영어 (First Second), 독일어 (Reprodukt)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2000부 판매
> Atomium Willy Vandersteen 상 수상

다르고 베네뤽스 | 9782505083405 | 2020 
48쪽 | 21,8x30 cm | 9.99 €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해외 저작권 Emilie Vedis : Emilie.Vedis@mediatoon.com    
수출 Sylvie Guillot : S.Guillot@groupemediadiffusion.com

베네딕트 모레

한 가족이 1년 동안 쓰레기 
제로 라이프에 도전한다면?

야스미나야스미나

바우터 마나르트

친환경적인 주인공 
야스미나가 이끄는 
독특하고 다채로운 이야기.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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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umain

비인간비인간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기 위한 우주 탐사 임무가 
미스터리한 행성을 만나 좌초된다. 그 행성에는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외계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행성의 주민들이 
사실은 미지의 '대단한 그것'을 맹목적으로 
섬기며 완전히 복종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여성형 로봇 엘리스를 제외한 우주 탐사 멤버들 
역시 한 명씩 서서히 '대단한 그것'에 정신적으로 
굴복하게 되는데...
RIGHTS SOLD
독일어로 출판됨 (Splitter)

9791034733026 | 2020 | 104쪽 
23,7x31 cm | 24.95 €

 뒤푸이  뒤푸이 http://http://

 Django Main de feu

불의 손 장고불의 손 장고
1928년, 젊고 재능 있는 집시 밴조 연주자 장고는 
사고로 인해 왼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는다. 그 
누구도 장고가 다시 기타를 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장고는 20세기 최고의 재즈 기타리스트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션이 된 장고 
라인하르트는 왼손의 두 손가락만 쓰고도 
재즈라는 장르에 엄청난 공헌을 한 유럽 최초의 
재즈 뮤지션이었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Django: Mano 
de Fuego, Norma), 영어 (NBM)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1000부 판매

9791034731244 | 2020 | 88쪽 
23,7x31 cm | 17.50 €

해외 저작권 Anton Heully : Anton.Heully@mediatoon.com 해외 저작권 Anton Heully : Anton.Heully@mediatoon.com

드니 바즈람
발레리 망갱

로슈브륀

미래 지향적이고 장대한 
스토리의 디스토피아 SF.

살바 뤼비오
에파

불굴의 재즈 뮤지션 장고 
라인하르트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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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Peste : Histoire d'une pandémie

페스트페스트
전염병의 역사
동물에 의해 전염되며 매우 높은 전염성을 
지닌 전염병 페스트는 수천 년 동안 죽음의 
대명사와도 같았다. 과거 페스트가 대유행하던 
시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이 사건은 인류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오늘날 우리를 다시 한 번 고통에 빠뜨린
전염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아리안과 니노는
전염병의 역사를 탐구하기 시작한다.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생생하게 그려진 전염병 탐사
보고서.
RIGHTS SOLD
4개 언어로 출판됨: 영어 (Magical History Tour, 
Papercutz), 포르투갈어 (Sesi), 중국어 (Jiangsu 
Phoenix Fine Arts), 스웨덴어 (Nina & Nino lär 
om, Hegas)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07000만부 판매

9782390340737 | 2020 | 48쪽 
13,5x17,2 cm | 5.90 €

 뒤푸이  뒤푸이 http://http://

 Karmen

카르멘카르멘
마요르카의 팔마에서 분홍색 머리카락에 
주근깨가 있는 젊은 여성이 검은색 해골 
점프수트를 입고 대학생들이 모여 사는 한 
아파트로 잠입한다. 그녀는 곧바로 화장실로 
향하는데, 그곳에서는 카탈리나가 손목의 
정맥을 자르려 하고 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멈춰 선 그 순간, 카탈리나의 고통과 사랑의 
실패로 인한 크나큰 절망에 대한 성찰이 
시작된다. 과연 카르멘은 한 사람의 자살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RIGHTS SOLD
5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Karmen, 
Norma), 폴란드어 (Karmen, Scream Comics), 
포르투갈어 (Karmen, Levoir), 이탈리아어 
(Karmen, Panini), 네덜란드어 (Karmen, 
Scratch Books)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7000부 판매

9791034733514 | 2020 | 160쪽 
23,7x31 cm | 23.00 €

해외 저작권 Anton Heully : Anton.Heully@mediatoon.com 해외 저작권 Anton Heully : Anton.Heully@mediatoon.com

아리안과 니노의 역사 여행아리안과 니노의 역사 여행

파브리스 에르
실뱅 사부아

오늘날의 공중 보건 위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역병의 역사.

길롐 마르크

자살자를 막기 위한 
카르멘의 '코드 레드'가 
시작된다.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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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Enfants de la colère (Tome 2)

분노의  분노의  
아이들 (제2권)아이들 (제2권)
이지스 행성에서 북부 국가 연합은 기술 및 
군사적 우월성을 이용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부 저개발 지역의 천연자원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 그에 대항하려는 저항군은 새로운 유형의 
메카를 사용한다. 저항군은 겉으로 보기에 
다소 어려 보이기는 하지만 민첩하고 조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들을 쫓던 연방 정부가 드디어 
저항군 멤버를 한 명 사로잡는다. 알고 보니 
메카를 조종하던 멤버는 작은 어린이였는데…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Hijos de la Ira, Nuevo Nueve)

앙카마 | 9791033509844 | 2020 
72쪽 | 21,5x29,5 cm | 14.90 €

 뒤푸이  뒤푸이 http://http://

 Les Croques (Tome 2) : Oiseaux de malheur

쌍둥이 콜랭과 쌍둥이 콜랭과 
셀린 (제2권)셀린 (제2권)
불행의 새
콜랭과 셀린의 부모는 장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직업상 너무나 바쁜 부모는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많지 않고, 아이들은 부모의 특이한 직업 
때문에 종종 친구들에게도 놀림을 받는다. 결국 
서로에게만 의지하게 된 두 아이는 온갖 바보 
같은 일을 벌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학교에서 
이틀간의 정학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에게는 장례식 조각사인 푸생이 
있다! 푸생은 그림을 그려주거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좋아한다. 그러던 어느 날, 
푸생은 이상한 표식이 그려져 있는 한 묘석을 
콜랭과 셀린에게 보여주는데...

구티에르 출판사 | 9791092111934 | 2019 
72쪽 | 22x29 cm | 13.70 €

해외 저작권 Anton Heully : Anton.Heully@mediatoon.com 해외 저작권 Anton Heully : Anton.Heully@mediatoon.com

분노의 아이들분노의 아이들

다미앙
니코 나랑호

전쟁의 가혹한 현실에 
직면한 어린 시민들의 
반발을 그려낸 SF.

쌍둥이 콜랭과 셀린쌍둥이 콜랭과 셀린

레아 마제

쌍둥이 콜랭과 셀린, 묘석에 
얽힌 진실을 조사하다.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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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Nemo

리틀 네모리틀 네모
윈저 매케이가 1905년에 탄생시켰던 신화적인 
캐릭터들이 다시 돌아왔다! 한 세기 전의 등장인물들이 
두 번째 생명을 얻어, 프랑크 페가 만들어낸 시적이고 
동물적인 상상의 세계를 걸어간다. 커다란 판형과 
생생한 채색으로 재탄생한 이 작품은 원작자만의 
혁신적인 문법은 그대로 남겨 놓은 프랑크 페의 
재해석이 더해진, 원작에 대한 오마주이자 자연과 
어린 시절에 대한 찬사를 노래하는 꿈 같은 작품이다.

RIGHTS SOLD
독일어로 출판됨 (Little Nemo, Carlsen)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4000부 판매

9791034738946 | 2020 | 80쪽 
35x25 cm | 39.00 €

 뒤푸이  뒤푸이 http://http://

 Les Sœurs Grémillet (Tome 1) : 
Le Rêve de Sarah

그르미예 자매들 그르미예 자매들 
(제1권)(제1권)
사라의 꿈
이것은 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세 자매는 생일을 맞은 
엄마를 위해 비밀리에 사진 앨범을 만들기로 한다. 
자매는 다락방을 뒤지던 중 매우 특별해 보이는 나무 
앞에서 포즈를 취한 임신한 엄마의 사진을 발견한다. 
엄마 배 속에 있는 아기는 우리 중 누구일까? 세 
자매는 조사를 시작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아기는 
셋 중 누구도 아니었다. 숨겨왔던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인데…

RIGHTS SOLD
8개 언어로 출판됨: 스페인어 & 카탈로니아어 
(Norma), Croatian (Strip Agent), 독일어  
(Der Club der Drei Schwestern, Splitter),  
이탈리아어 (Le Sorelle Grémillet, Edizioni Tunue), 
Norwegian (Gyldendal), 폴란드어 (Egmont), 
우크라이나어 (Cectpn Tpemie, Ridna Mova)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40000부 판매

9791034736973 | 2020 | 72쪽 
21,9x39 cm | 13.95 €

해외 저작권 Anton Heully : Anton.Heully@mediatoon.com 해외 저작권 Anton Heully : Anton.Heully@mediatoon.com

프랑크 페

윈저 매케이가 탄생시켰던 
꿈꾸는 소년이 프랑크 페의 
시적인 세상에서 다시  
한 번 살아 숨쉬다.

그르미예 자매들그르미예 자매들

조반니 디 그레고리오
알렉산드로 바르부치

그르미예 자매들이 펼치는 
매력적인 세상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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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ive (Tome 1) : La Lune bleue dans la tête

올리브  올리브  
(제1권)(제1권)
머리 속의 푸른 달
17세의 올리브에게는 깊은 내면의 삶이 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속에 원할 때면 언제든 마음껏 
방문할 수 있는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전학 온 외향적인 소녀 찰리와 기숙사 
방을 함께 쓰게 되면서 올리브의 일상이 뒤흔들리기 
시작한다. 한 편, 올리브의 상상의 세계 안에는 
우주 비행사가 한 명이 나타난다. 비사회적이고 
내향적이었던 소녀 올리브는 이제 시베리아의 
우주 비행사를 구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하는데…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1000부 판매

9782800174983 | 2020 | 56쪽 
21,8x30 cm | 12.50 €

 뒤푸이  뒤푸이 http://http://

 Mohamed Ali, Kinshasa 1974

킨샤사 1974, 킨샤사 1974, 
모하메드 알리모하메드 알리
1974년 모하메드 알리는 세계 챔피언 조지 포먼과의 
방어전에 승리하면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다. 두 사람이 맞붙은 곳은 아프리카 자이르. 
권투 흥행사 돈 킹이 주최하고 독재자 모부투 세세 
세코가 비용을 대면서 성사된 이 세기의 대결은 
사실 자이르의 문화적 탈식민화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기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부투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선물! 
흑인의 영광을 위하여!"

RIGHTS SOLD
9개 언어로 출판됨 : 스페인어 (Diabolo Ediciones), 
덴마크어 (Fahrenheit), 네덜란드어 (Arboris),  
영어 (Titan), 독일어 (Bahoe), 이탈리아어  
(Agenzia Fotog. Contrasto), 한국어 (Booksea), 
러시아어 (Moroshka), 중국어 (Post Wave)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5000부 판매 (시리즈)
> 37000부가 전세계에서 판매됨 (시리즈 전체)

9782800163666 | 2020 | 136쪽 
21x 28 cm | 24.95 €

해외 저작권 Anton Heully : Anton.Heully@mediatoon.com 해외 저작권 Anton Heully : Anton.Heully@mediatoon.com

올리브올리브

베로 카조
뤼시 마젤

청소년을 위한 시리즈로, 
자기 성찰을 다루고 있다.

매그넘 포토 (제4권)매그넘 포토 (제4권)

JD 모르방
세브린 트레푸엘
라파엘 오르티즈

모하메드 알리와 조지 
포먼이 맞붙었던 전설의 <
정글의 혈전>에 관한 흔치 
않은 다큐멘터리.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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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d West (Tome 1) : Calamity Jane

황량한 서부 황량한 서부 
(제1권)(제1권)
칼라미티 제인
칼라미티 제인'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서부 
개척시대의 여성 총잡이 마사 제인 캐너리의 이야기다. 
매춘 업소에서 하녀로 일하다 결국 매춘부가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 열여섯 소녀 마사 제인 
캐너리. 그녀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 와일드 빌이라는 현상금 사냥꾼과의 
만남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기 전까지는. 와일드 
빌은 마사에게 미국 남부에서는 총을 가져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RIGHTS SOLD
4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Wils West, Splitter), 
포르투갈어 (Wild West, Ala Dos Livros),  
스페인어 (Wils West, Norma), 폴란드어  
(Wild West, Lost in Time)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35000부 판매

9791034731022 | 2020 | 56쪽 
24x32 cm | 14.50 €

 뒤푸이  뒤푸이 http://http://

 Sous les arbres (Tome 2) : 
Le Frisson de l'hiver

나무 아래서 나무 아래서 
(제2권)(제2권)
혹독한 겨울
겨울은 혹독하기만 합니다. 목에 두른 너무 긴 
목도리를 자꾸만 밟고 넘어지기 일쑤인 서투른 
여우에게는 특히나 그렇죠. 귀여운 여우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서투른 
여우가 걱정인걸요? 긴 목도리는 정말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 물건이거든요. 하지만 성가신 단점 뒤에 
예상치 못한 장점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구티에르 출판사 | 9782357960343 | 2020 
32쪽 | 17,5x29 cm | 10.70 €

해외 저작권 Anton Heully : Anton.Heully@mediatoon.com 해외 저작권 Anton Heully : Anton.Heully@mediatoon.com

황량한 서부황량한 서부

티에리 글로리
자크 라몽타뉴

마사 제인 캐너리의  
놀라운 이야기.

나무 아래서나무 아래서

다브

우리의 새로운 주인공 
여우는 너무나 귀엽지만 
어딘지 서툴기만 한데...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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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Mangeur d'espoir

희망을 희망을 
먹어삼키는 자먹어삼키는 자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열여섯 살 레이첼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다. 기묘한 아드리안 
스테른 박사에 의하면 불행은 희생양의 정신을 
침략하고 그 안의 가장 행복한 추억들을 
먹어버리는 악마적인 존재인 '희망을 먹어 
삼키는 자' 때문에 생긴다고 한다. 이제 레이첼은 
기억 속에 들어가서 그 괴물을 추적해야만 
하는데..

갈리마르 BD | 9782075121514 | 2020 
112쪽 | 19x26 cm | 18.50 €

 갈리마르 줘네스  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www.gallimard-jeunesse.fr

 La Chanson de Renart

르나르의 르나르의 
노래노래
우리의 영원한 희생양 르나르는 언제나 든든한 
공모자 늑대 이장그랭과 함께이다. 르나르는 
마법사 메를랭을 만나게 되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된다. 거대한 재앙 속에 놓인 
세상을 구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마법이 
지배하고 이제 곧 마녀와 밀교와 그리스 신들이 
자리를 잡게 될 상상속의 프로방스 지방을 
배경으로, 조안 스파는 전설적인 중세 소설에 
대한 오마주를 기발하게 표현해냈다.

갈리마르 BD | 9782075134194 | 2020 
56쪽 | 23x31 cm | 16.00 €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카림 프리아

몽마르트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동네 전체가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불길한 영령들에 
점령당해버렸다!

조안 스파

판타지 속의 중세 시대, 
심술궂고 악명 높은 
거짓말쟁이 르나르는 
새로운 모험을 떠난다.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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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 transit (Tome 1)

시트로앵  시트로앵  
비자 (제1권)비자 (제1권)
1986년 여름, 체르노빌 핵폭발 사고가 일어난지 
몇 달이 흘렀을 즈음 이제 막 스무살이 된 니콜라 
드 크레시와 그의 사촌은 첫 차 시트로앵 비자를 
갖게 된다. 둘은 읽지도 않을 책으로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침낭 두 개와 담배를 챙겨 넣고는 
목적지도 없는, 그러나 그들을 세상 가장 먼 
곳까지 데려다 줄 긴 여행을 떠난다. 이탈리아 
북부를 횡단하고,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를 
지나 터키로 내려가는 일주를 통해 그들은 
세상과, 또 그들 자신과 부딪혀간다.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이탈리아어 (Eris), 
네덜란드어 (Concerto), 체코어 (Meander)
FIND OUT MORE
> 지리 만화상

갈리마르 BD | 9782075130936 | 2019 
136쪽 | 21x28 cm | 22.00 €

 갈리마르 줘네스  갈리마르 줘네스 www.gallimard-jeunesse.frwww.gallimard-jeunesse.fr

 Shaker monster

몬스터 셰이커몬스터 셰이커
쥐스탱과 그웬은 여느 평범한 형제자매들처럼 
매일같이 서로 다투느라 바쁜 형제다. 어느 
날, 쥐스탱이 종이 박스 안에서 마법의 물건 '
몬스터 셰이커'를 발견하면서 형제의 일상은 
뒤흔들리기 시작한다. 아무 원료나 셰이커에 
넣고 흔들기만 하면 작은 몬스터가 탄생하고, 집 
안은 점점 전쟁터가 되어간다. 두 형제는 힘을 
모아 집안을 가득 채운 작은 몬스터들을 다시 
셰이커 안으로 집어넣으려 애쓰는데... 과연 두 
사람은 힘을 모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Shaker Monster, Nuevo Nueve)

갈리마르 BD | 9782070663804 | 2016 
64쪽 | 20x26 cm | 11.90 €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해외 저작권 So Taniuchi : so.taniuchi@gallimard-jeunesse.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니콜라 드 크레시

일찌기 셰익스피어는 "
이곳을 떠나 살아남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 
죽음을 택해야 하는가!"
라고 썼다. 그리고 니콜라 
부비에도 <세상의 용도> 
첫머리에 이 문구를 인용한 
바 있다.

마틸드 도메크
MR. 탕 (그림)

쥬만지와 포켓몬의 만남!  
<치명적인 아델>로 잘 
알려진 Mr. 탕의 최신작.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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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fes (Tome 28) : Au royaume des aveugles

엘프  엘프  
(제28권)(제28권)
눈먼 자들의 왕국
거인들을 무찌른 뒤 해일을 일으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던 알랴나는 마치 
껍데기처럼 살고 있다. 그녀의 심장은 더는 뛰지 
않았고, 그녀의 엄청난 힘도 사라져버렸다. 이제 
알랴나는 그저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기만을 
원한다. 그러나 그러한 알라냐의 바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화이트 엘프는 많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화이트 엘프들은 알랴나가 약해진 
틈을 타서 그녀를 없애고 싶어 하는데…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89327 | 2020 
52쪽 | 23,3x32,3 cm | 14.95 €

 델쿠르 그룹  델쿠르 그룹 www.editions-soleil.frwww.editions-soleil.fr

 Castelmaure

카스텔모르의 카스텔모르의 
저주저주
여기, 20년 넘게 전국의 수많은 도로를 헤집고 
다니며 민중 사이에 인기를 끄는 이야기와 
전설들을 수집해 온 신화연구가가 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즐긴다. 직업상 다양한 유형의 
거짓말쟁이들과 수많은 허풍쟁이들을 만나온 
그가 특별히 줄곧 쫓아 온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많은 운명이 이상하게 얽히고 
연결된 독특한 전설 '카스텔모르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이다. 중세풍의 배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생생하고 재미있으며 드라마틱하고 
시적인 성인용 작품.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28901 | 2020 
144쪽 | 19,8x26,3 cm | 18.50 €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엘프엘프

올리비에 페루
스테판 빌로

과연 화이트 엘프 알랴나는 
동족에 맞서 싸우게 될 
것인가?

르위스 트롱다임
알프레드

카스텔모르의 저주 
이면에는 어떠한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까?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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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icide (Tome 5) :  
Une année dans les rues de Baltimore

살인의 거리 살인의 거리 
(제5권)(제5권)
볼티모어  
거리에서의 일년
1991년 미국에서 출판된 데이빗 사이먼의 
<Homicide, A Year on the Killing Streets>는 미국 
북동부의 문제적 도시 볼티모어에서 강력계 
형사들 틈에서 지낸 1년 동안의 시간을 써내려간 
책으로, <The Wire> 등의 티브이 드라마를 
탄생시킨 베스트셀러다. 데이빗 사이먼의 책을 
만화로 각색한 이 작품은 허구의 범죄 소설이 
아닌, 리얼한 르포르타주를 표방한다. 매년 240
건의 살인이 발생하는 한 도시의 풍경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국 도시의 폭력성에 대한 섬세한 
그림을 그려낸 작품이다.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17530 | 2020 
160쪽 | 17,3x26,4 cm | 18.95 €

 델쿠르 그룹  델쿠르 그룹 www.editions-delcourt.frwww.editions-delcourt.fr

 Géante

거인 셀레스트거인 셀레스트
옛날 옛적에 깊은 산 속에서 발견된 거대한 고아 
셀레스트가 살았어요. 거인 셀레스트는 여섯 
명의 오빠를 가진 막내였죠. 오빠들이 모두 
가족의 품에서 벗어날 때가 되자 셀레스트도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했어요. 여행을 
떠난 셀레스트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품는 적대감을, 전쟁이나 종교가 만들어 
내는 불의를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여행의 
끝에서는 사랑도 배우고, 또한 자기 자신이 되는 
진정한 자유 또한 알게 된답니다.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00167 | 2020 
200쪽 | 22,6x29,8 cm | 27.95 €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살인의 거리살인의 거리

필리프 스콰르조니
다비드 시몽

집요한 살인자의 목표물이 
된 돌리 브라운에게는 죽을 
마음이 전혀 없다.

장 크리스토프 데브니
뉘리아 타마리

차이, 사랑, 자유에 관해 
이야기하는 섬세하고 
페미니즘적인 이야기.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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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Épervier (Tome 10) :  
La princesse indienne

새매 (제10권)새매 (제10권)
인도의 공주
황금으로 번쩍이는 베르사유의 왕실에서 추위에 
얼어붙은 퀘벡 땅까지! 1742년, 스파이는 목숨을 
걸고 프랑스 왕에게 중요한 서신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는다. 서신의 중요성을 보여주듯, 
대서양 양쪽에서 그를 쫓기 시작한다. 용감한 
해적 얀 드 케르뫼르도 스파이를 쫓는 대열에 
합류하는데, 또 다른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79038 | 2020 
48쪽 | 23,4x32,3 cm | 14.95 €

 델쿠르 그룹  델쿠르 그룹 www.editions-soleil.frwww.editions-soleil.fr

 Julius Corentin Acquefacques (Tome 7) : 
L'hyperrêve

줄리우스 줄리우스 
코랑탱 (제7권)코랑탱 (제7권)
나선몽
웃음부'의 하급 공무원 줄리우스에게는 잔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역설이 왕이며 
내러티브의 결함이 규범인 세상에서 그 
창조자인 악마조차 기꺼이 길을 잃을 끔찍한 
모험이 펼쳐진다. 제9의 예술이라 불리는 만화를 
통해 탐험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을 미처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탐험해낸 걸작.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18582 | 2020 
48쪽 | 23x32 cm | 15.95 €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새매새매

파트리스 펠르랭

위험한 임무가 시작되고, 
새매가 등장하는데…

줄리우스 코랑탱줄리우스 코랑탱

마르크 앙투안 마티외

줄리우스는 자신의 미래가 
만화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어느새 무한한 
나선 속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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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vagabond des étoiles (Tome 2)

별 방랑자 별 방랑자 
(제2권)(제2권)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샌 쿠엔틴. 농업 엔지니어 
대럴 스탠딩은 교수형을 선고받고 처형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간수들이 가하는 가혹한 
고문을 견뎌내기 위해 자기최면을 걸어 정신의 
전생 여행을 떠난다. 현실과 환상 사이를 오가는 
대럴 스탠딩의 전생 여행은 교도소의 폐쇄된 사각 
공간에 대항하는 과정이자 인간의 상상력의 힘에 
대한 오마주이다.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90248 | 2020 
104쪽 | 20x21 cm | 17.95 €

 델쿠르 그룹  델쿠르 그룹 www.editions-soleil.frwww.editions-soleil.fr

 L'Odyssée d’Hakim (Tome 3) :  
De la Macédoine à la France

하킴의 하킴의 
오디세이 오디세이 
(제3권)(제3권)
마세도니아에서 
프랑스까지
가족, 친구, 자신의 사업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한 남자의 실화.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이웃 나라가 그에게 
미래와 안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는 떠나야 했다. 전쟁이 어떻게 당신의 땅과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게 만드는지, 어떻게 
당신을 난민으로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희망과 
폭력을 오가는 실화이다. 때때로 인간성을 잊게 
되는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에 관한 
강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23739 | 2020 
256쪽 | 17x23,7 cm | 24.95 €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별 방랑자별 방랑자

리프 렙스

잭 런던 소설을 각색한 
작품. 사형을 선고 받은   
남자 대럴 스탠딩은 
처형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킴의 오디세이하킴의 오디세이

파비앙 툴메

고국을 떠나 '난민'이 된 
젊은 시리아인 하킴의 실화.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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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oiseaux ne se retournent pas

새들은 돌아 새들은 돌아 
보지 않아보지 않아
어느 날, 12세의 고아 아멜은 떠나기로 
결심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의 
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국경에 도착했을 때 아멜은 그녀와 함께 
있었어야 할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여정을 계속하던 아멜은 탈영병이자 
오우드 연주가인 바셈을 만난다. 아멜와 
바셈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함께 배워가기 
시작한다. 유럽으로 피난 온 난민의 최소 4
분의 1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라고 한다. 
미성년자 난민들도 성인들과 똑같이, 자국의 
야만주의로부터 도망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아이들이다.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27652 | 2020 
244쪽 | 19,8x26,3 cm | 25.50 €

 델쿠르 그룹  델쿠르 그룹 www.editions-delcourt.frwww.editions-delcourt.fr

 Les 5 terres (Tome 4) : La même férocité

다섯 개의 땅 다섯 개의 땅 
(제4권)(제4권)
쌍방 잔혹
드라케노르 전투의 영웅인 늙은 왕 사이러스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잔인하고 야심 찬 젊은 호랑이이자 왕의 
계승자로 지정된 왕의 조카 히루스는 어서 왕이 
되어 다섯 개의 땅 전체에 자신의 법을 호령하는 
날만을 꿈꾼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왕좌란 무릇 모든 탐욕자들이 꿈꾸는 대상이며, 
특히 이웃 왕국에서는 이쪽의 상황을 지켜보며 
여차하면 히루스를 밟아 버리려 혈안이 되어 
있는데…

델쿠르 출판사 | 9782413016731 | 2020 
56쪽 | 23x32 cm | 14.95 €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나디아 나클레

전쟁으로부터 탈출한 
아이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다섯 개의 땅다섯 개의 땅

르웰린
제롬 르르퀼레

왕좌에 가입하기위한 
음모와 클랜 전쟁 사이의 
서사시적인 동물 사가.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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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tude (Tome 6) :  
Shalin (Seconde partie)

복종 (제6권)복종 (제6권)
샤린 (제2부)
거인들은 사라지고, 드래곤들은 살아남았으며, 
세이렌들은 깊은 바닷속으로 후퇴했다. 천사와 
요정은 이제 신화 속 존재일 뿐이다. 이들은 
모두 이미 전설이 되어 버린 존재들이다. 하지만 
드래곤이 은신처에서 나와 움직이기 시작하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데…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90798 | 2020 
56쪽 | 23,3x32,3 cm | 14.95 €

 델쿠르 그룹  델쿠르 그룹 www.editions-soleil.frwww.editions-soleil.fr

 Pionnières : Nellie Bly

선구자들선구자들
넬리 블리
1887년, 미국의 언론 거물 조지프 퓰리처는 23
세의 넬리 블리를 뉴욕 월드에 고용했다. 넬리는 
정신이 나간 척을 하며 뉴욕의 블랙웰 섬 정신 
병원에 들어가고, 10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정신 병원의 끔찍한 상황을 그려낸 일련의 
기사를 써낸다. 넬리의 기사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그 결과 뉴욕시 당국은 정신 병원 
등의 시설에 수감된 환자들에 대한 수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만 했다.

솔레이 출판사 | 9782302082540 | 2020 
56쪽 | 23,3x32,3 cm | 14.95 €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해외 저작권 Séverine Aupert : saupert@groupedelcourt.com

복종복종

파브리스 다비드
에릭 부지에

최초에 지구를 점령했던 
것은 인간이 아닌 
그들이었다.

선구자들선구자들

니콜라 자리
기욤 타베르니에

미국 언론의 아이콘 넬리 
블리는 직접 정신 병원에 
잠입해 탐사 기사를 썼다.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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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chat Pelote (Tome 1) : Adopte-moi !

고양이 복슬이 고양이 복슬이 
(제1권)(제1권)
저를 입양해주세요!
뒤부 가족의 고양이 복슬이는 매일같이 이 
집 아이들의 놀잇감이 되곤 해요. 클라라의 
생일날, 복슬이는 심술궂은 여자아이들 무리의 
희생양이 되기 직전이에요. 아이들은 복슬이를 
변장시키고, 털을 꾸미고, 화장까지 시키려 해요. 
도망가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새로운 가족이 
복슬이를 입양해준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복슬이가 불쌍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어서 
도와주세요!

고티에-랑그로 | 9782501133142 | 2019 
64쪽 | 16,5x22,5 cm | 9.95 €

해외 저작권 Anne Vignol : avignol@hachette-livre.fr   
해외 저작권 Clara Bruey : cbruey@hachette-livre.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고양이 복슬이고양이 복슬이

크리스틴 베젤
피에르 푸이예

고양이 복슬이가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어요. 
복슬이를 입양해 주세요. 
서둘러요!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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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Venin

독독
1900년, 오하이오의 오일 타운. 탄화수소가 
뒤섞인 기름진 이 땅에서는 모두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석유와 관련된 
일을 한다. 에밀리는 어린 클레어와 함께 
이동하던 중 수잔이라는 여성을 구조해 데려와 
함께 오일 타운에 정착한다. 이곳에서 에밀리는 
메리 매카트니라는 이름으로 교사가 된다. 
사실 그녀는 오일 타운의 거대한 석유 사업을 
독점하는 기업가 드레이크를 속여 접근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드레이크야말로 
에밀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정체가 드러나고, 위기에 처한 
에밀리. 한편 에밀리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일로 인해 이성을 
잃게 된다. 현상금 사냥꾼들에게 쫓기던 그녀는 
결국 뉴욕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뤼 드 세브르 | 9782369815884 | 2020 
64쪽 | 24x32 cm | 15.00 €

 에콜 데 루아지르  에콜 데 루아지르 www.ecoledesloisirs.frwww.ecoledesloisirs.fr

 Avez-vous lu les classiques 
de la littérature ?

고전 문학을 고전 문학을 
읽었습니까?읽었습니까?
쥘 베른과 함께 '해저 2만리'로 떠나보자. 스테판 
츠바이크와 함께 '여성 삶의 24시'를 살아 
보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과 함께 '지킬 
앤 하이드'의 광기를 느껴보고, 에르베 바쟁과 
함께 '살모사를 손에' 넣어 보자. 그 외에도, 
알랭 푸르니에의 '대장 몬느', 잭 런던의 '마틴 
에덴',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 안데르센의 
'황제 폐하의 새옷', 장 아누이의 '안티고네', 
도스도예프스키의 '죄와 벌' 등 수많은 고전 
명작을 만날 수 있는 책.

뤼 드 세브르 | 9782810217540 | 2020 
168쪽 | 15,2x21,5 cm | 14.00 €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핵심부핵심부

로랑 아스티에

서부극 팬이라면 꼭 봐야할 
만화!

솔다드 브라비
파스칼 프레

여기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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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château des étoiles (Tome 5) : 
De Mars à Paris

별의 성 별의 성 
(제5권)(제5권)
화성에서 파리까지
프로이센의 침공으로부터 도망친 무술대는 
화성 극지의 금지된 땅 너머에 피난처를 찾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점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비스마르크의 전쟁 독수리들이 위협해온다. 
절망의 끝까지 밀려난 그들에게 해결책은 어디 
있을 것인가. 고대 화성 문명의 유물? 혹은 
새로운 전행성의 제왕 나폴레옹 3세와 동맹을 
맺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인가.

뤼 드 세브르 | 9782810204700 | 2020 
72쪽 | 24x32 cm | 14.00 €

해외 저작권 Isabelle Darthy : idarthy@ecoledesloisirs.com  
수출 Fiona Coyere : fcoyere@ecoledesloisirs.com

알렉스 알리스

1873년 화성. 세라핀과 
친구들은 공주와 백성을 
호위하며 고원지대를 
지나고 있다.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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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 une bête (ou comment 
je suis devenu végétarien) :  
je suis devenu végétarien)

동물처럼동물처럼
나는 어떻게 
채식주의자가 
되었는가
이제 13살인 대녀 카미유가 채식주의자가 된 
것을 알았을 때, 리샤르의 마음속에는 깊은 
의문이 생겨났다. 시간이 흐르며 리샤르는 동물 
보호론자, 채식주의자, 그리고 생명체 전반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갖게 된다. 리샤르는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버리고 변신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현대인의 식단의 문제를 탐구하고, 
평범했던 한 인물이 채식주의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독창성과 유머로 그려냈다.

9782374252254 | 2020 | 128쪽 
17x24 cm | 17.90 €

 뤼 드 레쉬퀴에  뤼 드 레쉬퀴에 www.ruedelechiquier.netwww.ruedelechiquier.net

 Camel Joe

카멜 조카멜 조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콩스탕스는 연재만화 <
카멜 조>를 통해 수많은 여성이 매일같이 겪는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다. <
카멜 조>는 표범 무늬 레깅스를 입고 소녀들을 
괴롭히는 악랄한 마초들을 처단하는 자경단 
카멜 조의 바쁜 일상을 그려낸 만화 속의 만화다. 
유쾌하고 펑키한 자신만의 스타일과 톤을 가지고 
있는 작가 클레르 뒤플랑의 유머러스하고 
에너지 넘치는 만화.
FIND OUT MORE
> 애니메이션 제작중

9782374251240 | 2018 | 120 pages 
17x24 cm | 16.50 €

해외 저작권 Sylvain Coissard : sylcoissard2@orange.fr 해외 저작권 Sylvain Coissard : sylcoissard2@orange.fr

세드릭 탈링

동물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육류 소비에 관해 힘 있는 
의문을 제기하는 만화.

클레르 뒤플랑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차별에 맞서는 자경단 카멜 
조가 나타났다.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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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acomix : Vivre en permaculture, 
mode d'emploi

퍼머컬처퍼머컬처
지속 가능한 서식지 
사용 가이드
대기업 직원으로 사는 생활에 지치고 우울해진 
가에탕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 그러던 
중 여자 친구 이지아가 오랫동안 푹 빠져 있던 
퍼머컬처, 즉 영속농업에 우연히 빠져들게 
되면서 가에탕은 희망을 실행에 옮긴다. 두 
사람은 함께 안식년을 보내며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지속 가능한 인간의 서식지 구축을 
목표로 퍼머컬처의 윤리적인 개념과 설계 
프로세스를 배우기로 결정하는데…

9782374252506 | 2020 | 160쪽 
17x24 cm | 19.90 €

 뤼 드 레쉬퀴에  뤼 드 레쉬퀴에 www.ruedelechiquier.netwww.ruedelechiquier.net

 Les Cosmogoniales : Un chant de Silène

우주 생성론우주 생성론
실레누스의 노래
먹물로 그린 삽화로 꾸며진 이 만화는 근원의 
빛에서부터 지구상에 생명체가 출현하기까지, 
우주 창조라는 독특한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저자는 오늘날 현대의 과학이 우리의 
기원에 관해 주장하는 사실과 고대 그리스 
작가들의 작품에서 빌어온 시간의 깊이에 관한 
우주적인 비전을 대비시키며, 생명체의 출현과 
인류의 출현에 관한 새롭고 시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RIGHTS SOLD
터키에서 출판됨 (Argo)

9782374251530 | 2019 | 192쪽 
18,5x30 cm | 24.90 €

해외 저작권 Sylvain Coissard : sylcoissard2@orange.fr 해외 저작권 Sylvain Coissard : sylcoissard2@orange.fr

기주
세실 바르네우

퍼머컬쳐(영속농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 주는  
최초의 만화!

히아신투스

우주의 창조를 추적하는 
독특한 삽화가 담긴 그림책.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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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reau et moi

소로와 나소로와 나
파리에 사는 40대 화가 세드릭은 생태적 위험과 
에너지 절약의 시급성을 다루는 다양한 책을 
읽고 나서 '환경 불안'이라는 실존적 고통에 
시달린다. 불안에 시달리던 그는, 느림의 철학을 
설파했던 인물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정신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화가는 2세기 전을 살다 
간 옛 철학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본주의와 
소비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통감하게 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명작 <월든>에서 영감을 
받아, 오늘날 우리 안에 내재한 생태학적 
불안감에 관한 놀라운 내적 탐구를 그려낸 만화.
RIGHTS SOLD
영어로 출판됨 (Thoreau and I, Self Made Hero)

9782374251523 | 2019 | 128쪽 
17x24 cm | 17.90 €

해외 저작권 Sylvain Coissard : sylcoissard2@orange.fr

세드릭 탈링

성장 모델의 막다른 골목에 
직면한 지구, 어떻게 하면 
인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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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Belles Vertes (Tome 1) : 
Sauvons les Océans

아름다운 아름다운 
초록이들 초록이들 
(제1권)(제1권)
바다를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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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인키스  스타인키스 www.editions-jungle.comwww.editions-jun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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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의 길 무용의 길 
(제1권)(제1권)
우정과 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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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OUT MORE
> 엘리자베트 바르페티의 원작 소설을
만화화한 작품.

정글 | 9782822228510 | 2019 
48쪽 | 17x19,5 cm | 10.95 €

앙투안 로스티
로익 니콜로프

더 늦기 전에 지구를 
구해야만 해!

엘리자베트 바르페티
로르 응고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학교의 어린 
무용수들의 일상 이야기.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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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se avec moi (Tome 1) : La révélation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춤을 (제1권)춤을 (제1권)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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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인키스  스타인키스 www.editions-jungle.comwww.editions-jungle.com

 Chroniques de San Francisco

테일 오브 테일 오브 
 더 시티 더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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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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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르코
페즈

이자벨 보티에

셀레스트와 힙합 댄스 그룹 
<매지컬 파이브>의 도전 
이야기.

아미스테드 모핀
상드린 르벨

이자벨 보티앙

아미스테드 모핀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만화로 
각색하다!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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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vadées du Harem

하렘을 탈출한 하렘을 탈출한 
여자들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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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2368462614 | 2020 | 119쪽 
20x26 cm | 18.00 €

 스타인키스  스타인키스 http://steinkis.comhttp://steinkis.com

 Entre Neige et Loup

눈과 늑대눈과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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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디에 켈라 기요
알랭 켈라 빌르지에

사라 클라온

1906년, 오스만 양가 
출신의 두 젊은 여성이 
파리로 탈출을 감행한다.

아녜스 도메르그
엘렌 카낙

일본 전설에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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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s ont tué Léo Frank

그들이 리오 그들이 리오 
프랭크를 프랭크를 
죽였다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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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인키스  스타인키스 http://steinkis.comhttp://steinkis.com

 Guerilla Green :  
Guide de survie végétale 
en milieu urbain

그린 유격단그린 유격단
도시 속 식물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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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비에 베토쿠르
올리비에 페레

20세기 초 미국을 
뒤흔들었으며 오늘날에도 
꾸준히 반향을 일으키는 한 
사건에 대한 재조명.

오펠리 당블레
쿠키 칼케르

여기 저기 다 심자!

만화·그래픽 노블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국제도서전 8 개 주제별 카탈로그개 주제별 카탈로그

해외 저작권 Flora Boffy-Prache : fboffy@steinkis-groupe.com    
해외 저작권 Clélia Ghnassia : cghnassia@steinkis-groupe.com 
수출 Benoit Frappat : bfrappat@steinkis-groupe.com

해외 저작권 Flora Boffy-Prache : fboffy@steinkis-groupe.com    
해외 저작권 Clélia Ghnassia : cghnassia@steinkis-groupe.com 
수출 Benoit Frappat : bfrappat@steinkis-groupe.com

 스타인키스  스타인키스 www.editions-jungle.comwww.editions-jungle.com

  4...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La Baronne du jazz

재즈의 재즈의 
남작부인, 니카남작부인, 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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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인키스  스타인키스 http://steinkis.comhttp://steinkis.com

 L'Enfant Océan

바다의 아이들바다의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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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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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판 타마이용
프리실라 오르빌레르

음악과 자유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금기를 
무릅썼던 귀족 부인 니카의 
이야기.

막스 레르므니에
스테도

장 클로드 무를르바

샤를 페로의 고전 <엄지 
동자>가 유머러스하고 
모던하게 재탄생되다.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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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Guerre des Mondes

우주 전쟁우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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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인키스  스타인키스 www.editions-jungle.comwww.editions-jungle.com

 La Brigade des cauchemars (Tome 4) : 
Mélissandre

악몽 단속반 악몽 단속반 
(제1권)(제1권)
멜리상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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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OUT MORE
> 10만부 판매됨 (프랑스)
> 드라마 제작중

정글 | 9782822230582 | 2020 
64쪽 | 17x19,5 cm | 13.95 €

허버트 조지 웰스
틸로 크라프

허버트 조지 웰스의 고전 
SF를 각색한 작품.

프랑크 틸리에
욤귀 뒤몽

청소년을 위한 스릴러  
만화 시리즈!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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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Baron Perché

나무 위의 남작나무 위의 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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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인키스  스타인키스 www.editions-jungle.comwww.editions-jun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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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장 여의사 남장 여의사 
제임스 배리 제임스 배리 
이야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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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2368462492 | 128쪽 
19x26 cm | 19.00 €

클레르 마르탱
이탈로 칼비노

세계 문학의 명작이 최초로 
만화화되다!

이자벨 보티앙
아녜스 모프레

19세기 영국의 군의관 
제임스 배리 전기.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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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Misérables (Tome 1) : Fantine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제1권)(제1권)
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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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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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aventures d'Alduin et Léna (Tome 1) : 
Les Guerriers de glace

알두앵과 알두앵과 
레나의 모험 레나의 모험 
(제1권)(제1권)
얼음의 전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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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 9782822230971 | 2020 
48쪽 | 22x29 cm | 10.95 €

막스 레르므니에
루키
시암

총 4권의 만화 시리즈로 
재탄생한 빅토르 위고의 
명작.

엘리자 포세타
나타니엘 르장드르

에스텔 파이의 소설을 
각색한 작품.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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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haire Flammes (Tome 1) : 
Chasseurs de monstres

불꽃의 로테르 불꽃의 로테르 
(제1권)(제1권)
괴물 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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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 9782822225687 | 2019 
64쪽 | 22x29,5 cm | 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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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voyages de Lotta (Tome 1) : 
Les Renards de feu

로타의 모험 로타의 모험 
(제1권)(제1권)
불의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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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 9782822231985 | 2020 
48쪽 | 22x29,5 cm | 11.95 €

마리안 알렉상드르

생생하고 매혹적인  
세계관 속 한 젊은 괴물 
사냥꾼의 모험.

마리 지메르
엘레나 비아

북유럽 전설 속 두 쌍둥이 
자매의 놀라운 여행.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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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ya (Tome 1) :  
Quand le grand crique me croque

조야 (제1권)조야 (제1권)
귀신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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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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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se reposera plus tard

우린 아직 우린 아직 
젊기에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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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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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리
포그

매혹적인 중세 시대의 두 
자매 이야기.

브리지트 뤼시아니
클레르 르 메이

노인 요양원. 대안은 
없을까? 혁신적인 
시니어타운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만화.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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