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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뱅 미셸
과학·기술·의학

Antifatigue : En 4 semaines,
retrouvez 100 % de votre énergie
grâce au sommeil

Buveurs de vent

문학

바람을
마시는 아이들

피로 예방

수면을 통해 4주 만에
기력을 완벽히 회복하는 법

피에르 필립
수면을 되찾고 피로를
무찌르는 방법에 대한 해답.

수면 전문가 피에르 필립 교수는 그간의 저술을
통해 양질의 수면이 어떻게 피로를 예방해
주는지 보여준 바 있다. 지난 30년 동안 인류의
수면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 줄어들었다. 불안,
스트레스, 삶의 리듬 변화 등 수면 시간 단축이
건강에 미친 영향은 이미 여실히 입증된 바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면의 시간과 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피로 예방책이다. 질 좋은 수면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결정적인 요소이며
운동이나 영양제, 영양보조식품만큼이나
효과적이고 놀랄만한 효용을 제공한다. 개인의
수면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점검표가 실려있어
개인 수면 일기를 기록하면서 수면 관리를
시작할 수 있으며, 4주 만에 우리의 수면과
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랑크 부이스
어디와도 다른 세상.

9782226454102 | 2020 | 240쪽 | 14x20,5 cm | 1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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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세상과 단절된 구르
누아르라는 골짜기에서 태어난 네 남매는
단단한 유대로 똘똘 뭉쳤다. 마르크는 아버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숨어서 책을 읽는
아이다. 마티외는 나무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으며 마벨은 야생성과 우아함이 깃든 기적
같은 아름다움을 지녔다. 비극적이게도 모자라게
태어났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착한 아이인
뤼크는 개구리와 사슴과 새들과 대화를 하며
언젠가는 그 동물들이 되는 꿈을 꾼다.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랬고 그 이전에 그들의
할아버지가 그러했듯이 탐험가이자 차가운 피를
가진 짐승, 장벽과 바리케이드의 폭군 조이스를
위해 일한다. 자연의 힘과 불복종의 약속에 관한,
한편의 우화와도 같은 위엄있는 소설.

RIGHTS SOLD

영어로 출판됨 (Other Press, USA)
9782226452276 | 2020 | 400쪽 | 14x20,5 cm | 2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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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뱅 미셸
실용·자기계발·취미

La clé de votre énergie : 22 protocoles
pour vous liberer émotionnellement

La planète des chats

문학

고양이 행성

감정 치유법

감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22가지 치유법

나타샤 칼레스트레메
자기 회복과 해방을 향한
놀라운 여정.

"우리는 모두 시련을 겪어 보았으며,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시련이 주는 감정적 영향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하지만 매번 힘든 일을 겪을
때면 또다시 시련에 잠식당하고 휘둘리곤
한다. 이런저런 노력을 해 봐도 안 된다면,
과연 시련에서 벗어나 감정을 회복하고 삶의
즐거움과 평화를 되찾는 방법은 있을까. 나는
기자로서 우리 내부의 상처의 기원에 관해
색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치유자,
최면술사, 영매였다. 그들은 우리 삶을 갉아
먹는 유해한 감정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치유의 기법을 내게 알려 주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은 물론 타인의
감정들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놀라운
치유법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반전으로 가득한 <고양이
행성>은 복잡한 인간성을
맛있게 그려낸 소설이다.

RIGHTS SOLD

인간 문명의 붕괴 이후, 소수의 인간과
다양한 종의 동물들과 함께 남은 고양이들은
유럽을 뒤덮은 쥐들의 침략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암고양이 바스테트가 이끄는 혼종의
소규모 무리는 결국 뉴욕에 정착하는데,
약속의 땅이었던 뉴욕 역시 이미 재앙이었다.
설치류가 자유의 여신상을 뒤덮고 있었고, 땅
위에 인간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다행히도
한 건물로 후퇴해있던 미국인 생존자들이
바스테트와 그 무리를 받아들인다. 바스테트는
소중한 피난처를 얻었으나 한편 자신의 자리를
재정립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곳의 알
수 없는 민주주의에서 고양이는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바깥세상에서 우글거리는
고양이들은 점점 더 조직적이고 강해지고
있는데, 인간들은 여전히 고양이들과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바스테트는 다시 한번 추종자들을 모으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9782226455857 | 2020 | 432쪽 | 15,5x22,5 cm | 21.90 €

표준스페인어로 출판됨 (Editorial Sirio)
9782226445605 | 2020 | 256쪽 | 14,5x22,5 cm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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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뱅 미셸
Les aérostats

문학

Les évasions particulières

문학

경항공기

특별한 탈출

나이에 비해 너무 진지한 편인 브뤼셀의 인문학
대학생 앙주는 한 모집 광고를 통해서 난독증을
앓고 있는 열여섯 살 고등학생 파이에게 문학
수업을 하게 된다. 자신의 문제에만 천착하던 두
사람의 만남은 각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서로
도움이 되는데…

1970년, 엘렌은 11살이다. 그녀는 두 개의
세계를 오가며 산다. 평소에는 종교적인
분위기의 엑상프로방스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학교에 다니다가 방학이 되면 뇌이쉬르센에
있는 삼촌과 숙모 댁에서 지내는데, 그곳에서의
삶은 차원이 다르다. 부모에게도 높임말을 쓰고,
요트를 타고 승마를 하며, 가정부를 두고 언제나
새 옷을 차려입는다. 반짝이는 사람들 무리가
엘렌 주변을 둘러싸고 격동하는 세상의 모습을
엘렌에게 보여준다. 열정적인 배우 사빈과
여자의 비밀이라면 전부 알고 있는 신비로운
마리에트, 그리고 우아하고 비극적인 분위기의
엄마 아녜스까지. 물론, 주춤거리긴 해도
어딘가로 나아가긴 하는 남자들도 등장한다.

9782226454089 | 2020 | 180쪽 | 13x20 cm | 17.90 €

아멜리 노통브

베로니크 올미

젊음이란 획득하는 데

한 여성이 되기 위한 세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하나의

개의 삶.

재능이다.

RIGHTS SOLD

Published in 독일어 (Aufbau Verlag)
9782226448071 | 2020 | 512쪽 | 14x20,5 cm | 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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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뱅 미셸
L’Illusion

문학

막심 샤탕
끊임없이 독자를 숨막히게
만들 <마술>은 알프스의
한 리조트에서 일어나는
스릴러 소설이다.

On ne touche pas

문학

마술

건드리지 마

파리에 사는 삼십 대 위고는 한 모집공고를 보자
얼른 휴가를 낼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여름 동안
스키장 리조트를 관리할 사람을 모집한다니,
이런 멋진 기회가! 그러나 도착해보니 '발 스공드'
는 알프스산 깊숙한 외딴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리조트였고, 손님의 발길이라곤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게다가 리조트 주인 위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묘한 분위기에, 주인은 오랫동안
최고의 마술사로 칭송받다 사십 년 전 세상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린 사람이었는데... 리조트를
돌아보던 위고는 종교의식에 희생된 듯한 시체
한 구를 발견하고, 시간을 초월한 듯한 리조트를
파헤치며 더욱 혼란스러운 비밀들을 마주하게
된다.

드랑시의 고교 철학 교사 조제핀은 자낙스,
프로프라놀롤, 그리고 교사실의 도시락통에서
위안을 얻으며 산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듯한
교육부의 지나친 지령을 참을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지령에 따른다. 삼지 선다형으로 문제를
내고, 채점은 초록색 펜으로 한다. 빨간색 펜은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계속되는 일상과 그녀의 삶은 샹젤리제
거리의 스트립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완전히
변신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밤의 규칙을 배우고,
동지애를 맛보고, 남자들의 욕망과 그 욕망에서
끌어낼 수 있는 권력을 즐긴다. 조제핀은 낮에는
교사로 지내고 밤에는 스트리퍼가 된다. 그러나
그녀를 땅에 발붙일 수 있게 해준 이중생활은
어느 날 스트립바에서 학생들을 마주치면서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하는데...

케티 루프
나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9782226319500 | 2020 | 550쪽 | 15,5x22,5 cm | 22.90 €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영어 (Europa Edition),
이탈리아어 (E/O Edizioni)
9782226454102 | 2020 | 240쪽 | 14x20,5 cm | 1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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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뱅 미셸
Sous le parapluie d’Adélaïde

문학

인문사회·에세이

아델라이드의
우산 아래

로맹 퓌에르톨라
당신을 놀라게 할 로맹
퓌에르톨라의 새로운 소설.

젊고 아름다운 여성 로즈 리비에르는 12월 25일 M
시의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구경 중이던 오백
명이 넘는 군중들 사이에서 목이 졸려 살해당한다.
그러나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었다. 단서는 행사 중
지역신문 기자가 찍은 흑백 사진 한 장뿐이었는데,
사진 속 로즈의 목을 감싸고 있는 건 검은 피부의 두 손.
당시 M 시에 살고 있던 흑인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는
바로 체포되지만, 변호를 맡게 된 국선변호인은 그의
결백을 믿게 된다. 변호인이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가운데 아델라이드의 우산 속에
숨어 있던 숨겨진 증인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9782226454171 | 2020 | 336쪽 | 14x20,5 cm | 19.00 €

Terra Incognita :
Une histoire de l’ignorance

알려지지
않은 지구

무지에 관한 이야기

알랭 코르뱅
이 책은 지식에 대한
갈망을 일깨우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알랭 코르뱅은 일생의 연구 끝에 기본으로 돌아갔다.
무지의 역사. 몇 세기 동안,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몰랐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지구를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에 오랫동안 무지했다. 이 놀라운 책
속에서 저자는 지금까지 등장한 가장 독특한 이론들을
소개한다. 때로는 훌륭하고 대체로 이상했던 실수들.
예를 들어, 1778년에 한 학자는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열이 발생하고 지구의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책을 출판했다. 또 다른 학자는
대홍수 이전 지구에는 거대한 인간들과 동물들이 살고
있었으며 석회암 암석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무지는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확신의 부재는 때로는 불안함의 길을, 때로는 낙관적
이론에의 길을 열었다. 과학자들을 위한 겸손에의
교훈을 주는 책.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표준스페인어 (Quaderns),
영어 (Polity Press)

9782226449313 | 2020 | 288쪽 | 14,5x22,5 cm | 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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