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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악의가 전천당을 노린다!

베니코는 이대로 흔들릴 것인가?

 1. 줄거리

여느 날과 다름없이 행운의 동전을 가진 손님들이 전천당을 찾아온다. 열대 과일을 너무 좋아
하는 아이는 <열대 붕어빵>을, 잘 맞는 옷을 쉽게 고르고 싶은 남자는 <딱 맞아 땅콩>을,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 학생은 <베프 측정기>를 고르는 등 간절한 소원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고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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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무슨 일? 손님들이 똑같이 생긴 동전 주머니를 갖고 있다! 단순한 우연인지 누군
가의 계략인지, 베니코는 점점 의심을 품게 되는데…. 

과연 베니코는 비밀을 밝혀낼 것인가, 이대로 흔들릴 것인가? 
 

 2. 책 소개

■ 행복과 불행 사이, 균형 있는 삶의 소중함을 깨우치다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13권>에는 로쿠조 연구소의 계획에 따라 <전천당>에 가게 된 손님
들이 등장한다. 연구소에 다니는 친척 아주머니로부터 동전 주머니를 받게 된 가호는 <열대 붕어
빵>을 샀다가 평생 먹고도 남을 열대 과일을 얻는다. 하지만 먹는 순서를 틀리는 바람에 열대야
까지 얻게 된다. 로쿠조 연구소에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하게 된 요지는 동전 주머니 덕에 <전
천당>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잘 맞는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딱 맞아 땅콩>을 구매한다. 그러나 
땅콩의 절반을 연구소에 샘플로 주고, 절반만 먹는 바람에 난감한 일이 닥친다. 

그밖에 연재만화의 뒷이야기를 계속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안경>, 자기에게 좋은 친구가 누
구인지 알려 주는 <베프 측정기> 등 신기하고 매력적인 과자와 장난감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번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과자를 먹거나 장난감을 사용하는 바람에 손님들에게 부작
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는 원했던 소원이 막상 이루어지자 시시해하거나 무시하다가 큰 화를 
당하기도 한다.

행운을 잡으려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되려 불행에 빠지고 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
리는 균형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 번 더 깨닫게 된다. 

■ 국내 누적 130만 부 돌파! 화제의 베스트셀러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시리즈는 2019년 한국에서 첫 출간을 하자마자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하고, 어린이 분야 1위를 할 정도로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시리즈는 학원
물과 탐정물이 주를 이루는 국내 어린이 판타지 시장에 마법과 환상, 스릴러 요소가 가미된 색다
른 내용으로 한순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복잡하지 않은 이야기 구조와 매력적인 캐릭
터, 과자 가게의 아이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며 신선하게 다가온다.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욕심, 행복, 올바른 가치관을 추구하는 권선
징악의 내용은 대중적이며 보편적인 주제라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겁게 읽을 수 있다.

■ 쉽고 빠른 전개, 흡입력 넘치는 스토리, 권선징악의 교훈까지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은 문장 호흡이 짧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문체를 가졌다. 옴니버
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개가 빠르며 흡입력이 강해 단숨에 읽어 내려간다. 마치 애니메이
션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흥미진진하게 깊이 몰입할 수 있다. 

이 책이 갖고 있는 이야기의 힘은 독서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또한 웹
소설 및 모바일에 익숙한 아이들도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뒷내용이 궁금하여 멈추지 않을 정도로 
집중해서 읽는다.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은 재미와 흥미, 그 이상의 가치를 남긴다. 행운의 과자를 손에 넣
었어도 자신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말은 상당히 달라진다. 내가 바라는 행운, 그리고 
그 행운을 둘러싼 나의 선택과 행동들에 권선징악의 결말이 더해져 독자들에게 교훈과 생각할 
거리를 건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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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자 소개

글 히로시마 레이코

일본의 판타지 소설 작가로 어린이들의 두터운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 요정의 숲》으
로 제4회 주니어 판타지 소설 대상을 수상하였고, 《여우 영혼의 봉인》으로 제34회 우츠노미야 
어린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된 작품으로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십 년 가게〉, 〈비밀의 보석 가게 
마석관〉, 〈트러블 여행사〉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그림 쟈쟈

일본에서 앱· 콘텐츠 제작, 웹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2011년에 앱 디자이너로 독립하였고, 현재는 일러스트 제작 등으로 활동을 넓히고 있습니다.

번역 김정화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한일아동문학을 공부하며 일본의 좋은 어린이 책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 《폭풍우 치는 밤에》, 《보노보노,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비밀의 보석 가게 마석관〉, 〈트러블 여행사〉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