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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발라드 출판사
Atlas des Mondes Fantômes

예술

아르노 구르망
폐허가 된 장소를
탐험하는 독특한 모험.

Atlas des routes mythiques

예술

세계의
폐허들

세계의
놀라운 길

시간이 멈춰 버린 잊힌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세상의 모든 버려진 장소들, 폐허가
된 그곳들은 여전히 페이지를 넘기면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은 생생한 생명의 소리를 내고
있답니다. 성, 보육원, 놀이공원, 공장, 기차역…
수많은 기이한 유적지들은 오래된 사진과
지도와 문서들 덕택에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짐작케 합니다.

미국의 66번 국도는 아이콘이 되었고,
실크로드에는 무역의 역사가 살아 있으며,
세계 여행과 해양 탐사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알려지지 않았던 길들이 열렸다. 전 세계를
탐험한 로드트립의 여정 속에서 발견한 독특한
길들과, 그 길들이 가로지르는 풍경의 숨 막히는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RIGHTS SOLD

독일어로 출판됨 (Kosmos)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4000부 판매

아르노 구르망
소파에 앉은 채 세상의
다양한 길 위로 떠나는
로드트립.

9782846404945 | 2019 | 256쪽
23x29,7 cm | 34.90 €

3 4 5 6 7

RIGHTS SOLD

독일어로 출판됨 (Kosmos)
라페루즈 출판사 | 9782381820040 | 2020
256쪽 | 23x29,7 cm | 3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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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발라드 출판사
Atlas des trésors disparus

예술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서

오펠리 샤바로슈
보물들이 남긴 수수
께끼를 풀 시간.

Atlas des Utopies

예술

우리는 성배나 엘도라도를 찾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
네덜란드의 미술관에서 도난당한 반 고흐의
그림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5세기의 중국 백과사전은 1900년도
화재로 상당 부분이 사라지지만 않았다면 아직도
위키피디아에 버금가는 대사전이 되었을지도
모르고, 앨라배마의 침몰한 사이프러스 숲에는
그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약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직면했던 노르웨이 최북단의 한 섬은, 지하에
세계의 종자를 보호해둔 보물창고를 만들기도
했다. 어떤 보물들은 기적적으로 부활하기도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업 노트는
마드리드 국립 도서관의 평가 오류로 인해 300
년 동안 묻혀 있다가 세상에 나오기도 했다.

유토피아
아틀라스

불가능하다고? 더 잘

오스카 와일드는 "유토피아의 땅이 포함되지
않은 세계 지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썼다.
그렇다면, 유토피아 지도책을 만들면 어떨까?
이 책은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 유토피아의 모든
가능성을 담아냈다. 유토피아 속 우리는 '국내
총 행복량'으로 나라의 발전을 말하고, 하루에
두 시간만 일하고, 다시 태어날 수도 있으며,
죽음이란 없다. 오래된 사진과 지도 등 풍부한
자료와 함께 유토피아는 256페이지에 달하는 긴
꿈이자 영감의 원천이 된다.

되었네! 원래 불가능에

RIGHTS SOLD

오펠리 샤바로슈
장 미셸 빌루

도전하면서 인류는

독일어로 출판됨 (Kosmos)

발전하거든.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3500부 판매
9782846404938 | 2019 | 256 pages
23x29,7 cm | 34.90 €

RIGHTS SOLD

독일어로 출판됨 (Kosmos)
라페루즈 출판사 | 9782381820057 | 2020
256쪽 | 23x29,7 cm | 3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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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발라드 출판사
Dangers invisibles ou imprévisibles

예술

아르노 구르망
오펠리 샤바로슈
세계 곳곳의 80여 개의
위험한 장소를 여행해보자.

Fucking Good Question

예술

세계의 위험한
장소들

끝장나게
좋은 질문

이 책에 소개된 장소들은 매우 위험하며,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운 곳들이다. 동부
시베리아에 위치한 '죽음의 계곡'은 어떤 곳일까?
세계에서 가장 짧은 공항은 이착륙 안전 기준에
부합하기는 하는 걸까? 파나마와 콜롬비아를
가로지르는 그 유명한 도로는 왜 중간이 끊겨
있을까? '독의 원'은 누가 만들었나? 홍해의
블루홀이란 무엇일까? 사진과 지도와 함께 세계
곳곳의 80여 개의 위험한 장소를 여행해보자.
이 책을 읽다 보면, 소파에 앉아 책을 들고 있는
당신의 손이 떨려올 것이다.

"끝장나게 좋은 질문인걸요?" 눈, 귀, 입을 가린
유명한 '세 원숭이' 조각상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포즈를 취해달라는 사진작가의 요청에
조니 뎁은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사진작가 장
프랑수아는 세 원숭이 포즈를 이용해 촬영을
시작하면서 즉각적으로 모델과의 사이에
신뢰의 분위기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 유대감은
이어지는 촬영 내내 영향력을 발휘하곤 했다.
덕분에 장 프랑수아는 199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엘르, 텔레라마, 리베라시옹, 지큐,
마담 피가로, 마리 클레르 등 유수의 잡지와
사진 작업을 해 왔다. 흔치 않은 진정성으로
찬사를 받아온 작가의 인물 사진은 이미지의
여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하던 시간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우리에게 그 빛나는 순간을 공유한다.

RIGHTS SOLD

독일어로 출판됨 (Kosmos)
라페루즈 출판사 | 9782381820064 | 2020
256쪽 | 23x29,7 cm | 29.90 €

장 프랑수아 로베르
사진작가 장 프랑수아는
스타들에게 눈, 귀, 또는
입을 가리는 '세 원숭이'
의 자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요청하며
작업을 시작했다.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000부 판매
9782846404969 | 2019 | 256쪽
28x33 cm | 3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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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발라드 출판사
J'ai écouté les Alpes

예술

니콜라 크룅샹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체감해보는 알프스 여행.

Super Héros de la Nature

예술

알프스가
내게 말하다

자연의
슈퍼히어로

산에서는 기온이 두 배 더 빨리 올라간다. 그리고
이 명제는 단순히 온도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다.
죽어가는 것은 빙하만이 아니다. 뜨거워진
산에서는 바위가 갈라지고, 갈라진 바위가 우리
머리 위로 굴러온다. 산의 표면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 알프스의 산길들은 미로가 되었다. 물이
부족하고, 생태계가 무너졌다. 산 아래에서 보면
이 종말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케이블카만 타도 알프스의 붕괴를 목격할 수
있다. 해수면의 상승은 그나마 아직 먼 미래의
일로 치부되지만, 알프스의 대격변은 이미
시작되었다. 저 산 위에서 우리의 이성은 침묵
속에 무너지고 있다.

그들은 무적이고, 지치지 않으며, 유혹자이며,
무엇이든 견뎌내고,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슈퍼히어로다. 여기,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어떻게든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싸우는 자연 속의 슈퍼히어로들이
있다. 날아다니는 뱀, 영재 버섯, 살인 두꺼비,
불멸의 해파리 등 100여 개의 놀라운 종들이
소개된 책. 그들의 공적과 천재성,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되면 이들이야말로 지구의 진정한
슈퍼히어로라는 생각에 수긍하게 될 것이다.
자연 과학 전문가인 저자는 아름다운 사진과
텍스트, 다양한 생태계의 면모를 열정적으로
담아냄으로써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연이 그들만의
슈퍼히어로를 배출해왔음을 증명해낸다.

조르주 페테르망
자연 속에는 슈퍼히어
로가 존재한다!

라페루즈 출판사 | 9782381820033 | 2020
240쪽 | 22x24 cm | 24.90 €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3000부 판매
9782846404952 | 2019 | 192 pages
21x27 cm | 29.90 €

3 4 5 6 7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벨 발라드 출판사
Super Pouvoirs de la Nature

예술

자연의
슈퍼파워

조르주 페테르망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연이
그들만의 슈퍼파워를
개발해왔음을 보여주는 책.

눈에 보이지 않기, 현기증 나도록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어둠 속에서도 보기, 날개 없이
날기, 불멸의 존재 되기, 실패 없이 유혹하기...
동물들과 식물들의 숨 막히는 재능이 펼쳐진다.
날아다니는 다람쥐, 걸어 다니는 나무, 심해의
생물들, 단거리 선수같이 빠른 매, 모방 천재
곤충 등 100여종 의 슈퍼파워를 지닌 동식물들이
소개된다. 자연 과학 전문가인 저자는 아름다운
사진과 텍스트, 다양한 생태계의 면모를
열정적으로 담아냄으로써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연이 그들만의 슈퍼파워를 개발해왔음을
증명해낸다.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4000부 판매
9782846404679 | 2018 | 192쪽
21x27 cm | 2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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