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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트 쉬드
Beyrouth 2020 :
Journal d'un effondrement

문학

Chavirer

문학

전복

베이루트 2020
어떤 붕괴의 기록

샤리프 마즈달라니
역사의 폭력성에 의해
마비된 한 도시의 초상.

2020년 초여름, 샤리프 마즈달라니는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져가던 레바논을
일기의 형식으로 기록하기 시작한다. 저자가
이 끔찍하고 당황스러운 시기에 대한 증언을
수집하던 중, 8월 4일 발생한 레바논 항구 폭발
사고가 일어나며 억압과 붕괴의 연대기는
그야말로 격발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그의
기록은 재앙과 경악의 증언이 되고, 역사의
폭력성에 의해 마비된 한 도시의 초상이
되었으며, 바람에 날아가 버린 운명의 이야기가
된다.

롤라 라퐁
한 젊은 무용수에
관한 복합적이고 감동
적인 이야기.

악트 쉬드 | 9782330143695 | 2020
160쪽 | 11,5x21,7 cm | 1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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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열셋이 된 클레오에게 한 여성이 '
갈라테이아 협회'라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장학제도에 지원해보라고 제안한다. 클레오는
무용수의 꿈을 이룰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였지만,
결국 끔찍한 함정에 걸려 학교 친구들까지
끌어들이게 된다. 2019년, 갈라테이아
협회의 비밀자료가 인터넷에 유포된다. 당시
갈라테이아 협회는 권력자들에게 청소년들을
성 상납하던 조직아었고, 경찰은 희생자들을
수사하기 시작한다. 이제는 성인이 되어
무용수로서 뛰어난 경력을 일구어가던 클레오는
과거가 자신을 좇아오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FIND OUT MORE

> 2020 랑데르노 독자 선정 상
악트 쉬드 | 9782330139346 | 2020
352쪽 | 11,5x21,7 cm |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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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트 쉬드
Entre fauves

문학

콜랭 니엘
어떠한 사냥꾼도 자신이
쫓는 먹잇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잔혹한 줄거리.

인문사회·에세이

Habiter en oiseau

야수들
사이에서

새가
되어 살다

피레네 국립공원 관리직원 마르탱은 숲속에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곰들을 추적하는 일을
한다. 하지만 피레네산맥의 혈통이 섞인 유일한
척행돌물이던 카넬리토의 흔적은 일 년 반
전부터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르탱은 이미 밀수 사냥꾼들이
카넬리토의 가죽을 벗겼으리라 확신하게 된다.
그러다 호랑이 가죽 앞에서 사냥용 활을 들고 선
여성의 사진을 보게 되고, 그녀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는다.

뱅시안 데스프레의 손 끝에서 생생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탄생한 새들과 조류학자
이야기. 이 책을 읽고 나면 기존에 알고 있던 '
영토'의 개념을 더는 당연하게 여기지 못할
것이고, 새들의 노랫소리도 다르게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루에르그 | 9782812620683 | 2020
352쪽 | 14x20,5 cm | 21.00 €

뱅시안 데스프레
동물들의 시선에서 본
우리의 영토는 어떤
모습일까.

3 4 5 6 7 8 9 10 11 12

악트 쉬드 | 9782330126735 | 2020
224쪽 | 11,5x21,7 cm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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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트 쉬드
인문사회·에세이

Je ne mangerai pas de ce pain là

인문사회·에세이

이 빵을 먹지
않겠습니다

아드라아노 파라노
신석기 시대 이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식품인 빵에 관한 조사서.

미국에 사는 아드리아노 파라노의 막내는
글루텐을 절대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리하여 살아 숨 쉬는 빵이란 무엇인가를 찾아
떠나는 3년 동안의 탐구가 시작되었다. 저자는
그 여정을 통해 현대인의 건강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건드린다. 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기원
이래 너무 달라진 현대의 빵은 짜고 달고 잡종
밀로 만들어져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그러나
희소식이 있다. 이 책 안에 그 대안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루에르그 | 9782812621130 | 2020
128쪽 | 14x20,5 cm | 16.00 €

L'Affaire Roundup
à la lumière des Monsanto Papers

몬산토
내부문건에
의거한 라운드업
사건 조사서
질 에릭 세랄리니
제롬 두즐레
<몬산토 내부문건>의
중심에 다가가는 조사서.

질 에릭 세랄리니는 다국적 기업 몬산토와
연관된 라운드업과 유전자변형작물의 유해성과,
시민들을 보호해야 마땅할 법률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또한 과학, 의학, 공공
권력의 일탈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는지를
파헤친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악명 높은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연구 결과를 어떻게
은폐하려 했는지 밝혀낸 또 하나의 충격적인
조사서.
악트 쉬드 | 9782330140588
192쪽 | 11,5x21,7 cm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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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트 쉬드
인문사회·에세이

L'Europe réensauvagée :
Vers un nouveau monde

L'intimité

문학

친밀함

야생으로
회귀하는 유럽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질베르 코셰
베아트리스 크레메르 코셰
가끔은 그저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장애물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

저자는 유럽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탐색했다.
수많은 중요 종들이 멸종 직전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수많은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야생의 것으로 돌려놓으려는 영감
어린 시도가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었다. 들소, 곰, 독수리, 철갑상어, 바다표범
등이 자연으로 돌아왔고, 인간과 야생의 동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야생으로의
회귀에 관한 긍정적인 결과를 공유하는 이 책은,
성찰에서 그치지 않는 행동을 촉구한다.

알리스 페르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달라져 있다.

악트 쉬드 | 9782330132620 | 2020
336쪽 | 11,5x21,7 cm | 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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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서 일하는 그녀는 페미니스트이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독신을 유지하며 엄마가
되지 않기로 결심한다. 한편, 새로운 인연을
찾는 한 아이 아빠가 있다.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던 교사인 그는 인터넷의 만남 사이트에
가입하게 된다. 알리스 페르네는 두 남녀의
욕망과 두려움과 선택을 보여주며 철학적인
대화와 현대 풍속 희극을 오가는 다성 음악을
지휘해낸다. <친밀함>은 끊임없이 인간 본성의
한계에 도전하는 사회와 그 윤리학을 검토한다.
세부적인 것을 중시하고, 사랑이라는 소유욕의
미묘한 연쇄작용에 천착하는 작가 알리스
페르네는 절대로 손쉬운 답변을 내놓는 적이
없다. 이 소설은 여성들의 복부 위에서 벌어지는
수준 높은 성찰을 보여주며 저자의 작품 세계의
정점을 보여준다.
악트 쉬드 | 9782330139308 | 2020
368쪽 | 14,5x24 cm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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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트 쉬드
Le Banquet annuel
de la Confrérie des fossoyeurs

문학

Le Bon, la Brute et le Renard

문학

좋은 놈,
나쁜 놈,
교활한 놈

묘혈을
파는 인부 조합
연례 연회
마티아스 에나르
<나침반>의 저자 마티아스
에나르는 이번 소설에서
푸아투 태생이라는 자신의
뿌리를 탐색하고, 푸아투

<21세기 농촌에서의 삶> 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된 인류학과 학생이 푸아투 습지에 펼쳐진
가공의 마을에 정착하고, 주민들의 독특한
관습과 풍습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지역 상조회사의 난폭한 사장이자
읍장이 있었는데…
악트 쉬드 | 9782330135508 | 2020
432쪽 | 14,5x24 cm | 22.50 €

크리스티앙 가르생
저자는 현실이라는 존재의
기반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문화의 유산을 재발굴하며

세 명의 중국인이 캘리포니아의 사막을 누비며
그들 중 한 명의 딸을 찾고 있다. 한 달 전부터
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느릿하게 탐색을 계속
해나가던 그들은, 또 다른 실종자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한 쌍의 미국 경찰을 몇 번이나 만나게
된다. 한편, 과묵한 범죄 소설 작가이자 기자인
한 중국인이 파리와 마르세이유를 오가며
상사의 딸 실종 사건에 대해 집요하게 조사를
펼치는데... 이들의 행보는 서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악트 쉬드 | 9782330135218 | 2020
336쪽 | 11,5x21,7 cm | 21.50 €

자신의 희극 기질을 유감
없이 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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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트 쉬드
Le grand vertige

문학

피에르 뒤크로제
저자는 21세기를 살아
가는 최선의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Le petit polémiste

문학

거대한 현기증

논객

생태학 사상의 선구자 아담 토비아스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협의회의 수장 자리를
제안받는다. 그는 우상 파괴자들인 과학자들과
사상가, 전문가, 여행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텔레마코스라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들을 남태평양, 미얀마의 밀림, 마나우스에서
모스크바에 이르는 광범위한 임무에 파견한다.
이들의 보고서를 통해 열병을 앓는 지구의
불안한 뇌전도를 목격한 아담 토비아스는
결국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공동체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구상하는데…

젊은이들에게 추앙받는 미디어 논객 알랭 콘랑의
인생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만 바보같이
근거 없는 성차별 주의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
지루해서? 술기운에? 아니면 단순한 악취미?
혹은 도발하기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소용없다. 관념의 양잿물이 되어 버린
세상 속, 우리의 21세기 바틀리는 여전히 녹슬지
않은 카프카의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악트 쉬드 | 9782330139261 | 2020
368쪽 | 11,5x21,7 cm | 20.50 €

일란 뒤랑 코엔
미디어 논객 알랭 콘랑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근거
없는 성차별 주의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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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트 쉬드 | 9782330135256 | 2020
272쪽 | 11,5x21,7 cm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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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트 쉬드
인문사회·에세이

Manières d'être vivant :
Enquêtes sur la vie à travers nous

인문사회·에세이

삶의 방식들

플라스틱 대양

이 책은 추적 기법에 기반한 일련의 철학적
탐구를 담고 있다. 저자는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동물들이 우리의 윤리성에 남긴 발자국을
찾고, 초원과 양과 목동과 포식자들로 구성된
생태계의 상호 의존성을 추적하며 우리 삶의 또
다른 방식을 상상한다. 이러한 탐험의 여정은
독자에게 생명체에 대한 풍부한 감수성의 길을
열어줄 것이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탈근대사회가 품고 있는 폐해 중에서 아직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다. 해양 오염
문제의 현 상황을 되짚어보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하여 행동을 촉구하는 책으로, 인류의
생존이 걸려 있는 필수적인 자원인 '해양'을
보존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소개하고 있다.

삶의 여정에의
탐구

밥티스트 모리조
땅의 철학자인 저자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탐구한다.

Océan plastique :
Enquête sur une pollution globale

지구 오염에
관한 탐구

넬리 퐁스
매년 8백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해양에 흘러
들어간다.

악트 쉬드 | 9782330129736 | 2020
336쪽 | 11,5x21,7 cm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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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트 쉬드 | 9782330140786 | 2020
384쪽 | 14x19 cm | 22.00 €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악트 쉬드
Paris, mille vies

문학

로랑 고데
사라진 것들의 존재에
대한, 자전 소설과 환상이
어우러진 이야기.

인문사회·에세이

Penser comme un iceberg

파리,
천개의 생

빙산처럼
생각하라

작가 이전에 천개의 삶이 이 도시에 있었다.
도시는 작가 자신의 탄생을 목격하고, 그가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탄생시키는 것을
목격했다. 화자인 작가는 유랑하는 그림자를
좇아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는 파리의 밤을
산책하며 가깝거나 먼 풍경들을, 유명하거나
혹은 이름 없는 존재들을, 프랑수아 비용, 빅토르
위고, 앙토냉 아르토… 수호자 같은 그 인물들을
반추한다.

올리비에 르모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 뒤편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눈덩이가 부서지고, 빙산이
갈라지고, 얼음 조각들이 바다 위를 떠다닌다.
카약을 타고 차가운 물 위를 떠다니며
원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와
함께다. 그들이 처한 위험은 곧 우리에게 닥친
위험이기도 하다.

악트 쉬드 | 9782330140830 | 2020
96쪽 | 10×19 cm | 11.80 €

올리비에 르모
새로운 시선으로
원주민들의 삶을
바라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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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트 쉬드 | 9782330140625 | 2020
240쪽 | 11,5x21,7 cm | 22.00 €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악트 쉬드
만화·그래픽 노블

Révolution : I. Liberté

문학

혁명

일곱 개의
생강

1. 자유

플로랑 그루아젤
윤 로카르
기존의 세상이 전복되던
뜨거운 시대를 그려낸
매혹적인 연대기.

Sept gingemb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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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프 페뤼샤스
미투 운동에 덜미가 잡힌
성추행 가해자.

악트 쉬드 | 9782330117375 | 2019
336쪽 | 19x24 cm | 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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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이름은 앙투안. 마흔 세 살이다. 광고회사
임원인 앙투안은 한 여직원의 자살 시도에 관해
조사한다며 사내 감사원이 찾아왔을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다 해결되리라고
확신했다. 평소처럼 하면 된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정보를 차단하면 된다. 그가 매우
잘하는 일이다. 일본 요리에서 서로 다른 맛들이
섞이지 못하도록 중간에 끼워 넣는 생강처럼,
사람들과 정보 사이를 가로막는 칸막이를 끼워
넣는 것이다. 세상의 끝으로 몰려버린 한 남자의
궤적을 스냅사진처럼 그려낸 소설.
루에르그 | 9782812619878 | 2020
224쪽 | 14x20,5 cm | 19.00 €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악트 쉬드
Suzuran

문학

과학·기술·의학

스즈란

시마자키 아키
<스즈란>은 시마자키
아키의 새로운 연작 소설의
첫 번째 작품이다.

젊은 도예가 안주는 일본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다. 독립적이고 굳건하고
온화한 성정의 그녀는 이혼 뒤 이어지는 삶의
부침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의 비밀
무기는 바로 도예를 향한 사랑이다. 그러던 어느
날, 천상 바람둥이에 독신이었던 안주의 언니가
약혼을 발표하고, 언니와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
전 남편, 매력적인 미래의 형부 사이에서 안주는
능숙하게, 단호하게 혹은 조심스럽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려 애쓴다. 작가 시마자키 아키는
작은 가족 연대기와 완곡어법의 멜로드라마를
완벽에 가깝게 써냈다.

Vos ongles, tout un monde :
Embellir - soigner - guérir

손톱은 하나의
세상이다
손톱 미용, 관리,
치료법
소피 괴트만
손톱이 건강과 영양 상태의
거울이라고?

악트 쉬드 | 9782330129460 | 2020
168쪽 | 10×19 cm | 15.00 €

손톱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 손톱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저자 소피 괴트만은
손톱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과 손톱용
화장품 사용법 등 일상적으로 손톱을 관리하는
법에 관한 아낌 없는 조언을 제공하고, 손톱과
피부와 우리의 감정 상태 사이에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금껏 밝혀진 것이
많지 않았던 영역인 손톱의 모든 것에 관한
유일무이한 첫 번째 책.
악트 쉬드 | 9782330135164 | 2020
352쪽 | 13,5×21,5 cm | 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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