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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Après la philosophie :
Histoire et épistémologie
de la sociologie européenne

인문사회·에세이

철학 이후

카르타고

사회학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 그 인식론적 위치를
밝히고자 하는 방대한 연구를 담고 있는 책. 이 책은
통계, 민족지학, 장기 분석 등 사회학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을 넘어 통일된 사회학적 패러다임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르타고는 기원전 146년 로마인에게
파괴되었지만, 반쯤 무너진 집들이 한 세기
만에 다시 세워지고 다시 상업이 번성하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했다. 814년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창립되어 1270년 생 루이 원정 후 하프시드 왕조의
통치자들에 의해 파괴된 이 도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부유하였으며, 아프리카의 수도이자
로마의 라이벌로,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와 같은
도시와 동등한 도시였다. 오늘날 확장된 튀니지의
땅에 묻힌 유적은 여전히 고대 대도시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반달왕국과 비잔틴제국은
물론 엘리사 여왕의 카르타고 창립 신화를 포함한,
세계 유산의 보석과도 같은 이 도시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총서.

지중해 대도시의
역사와 고고학
(BC.814~AD.1270)

유럽 사회학의 역사와
인식론

니콜라 융커
칸트에 의해 정립된 철학적
기능에서 출발해, 심리학

Carthage : Histoire et archéologie
d’une métropole méditerranéenne
814 avant J.-C. – 1270 après J.-C.

9782271131935 | 2020 | 568쪽 | 15x23 cm | 27.00 €

니콜라 융커
로마의 라이벌, 위대한
고대 도시 카르타고.

및 생물학과 관련하며
재정립된 사회학의 기능.

9782271134714 | 2020 | 240쪽 | 17x23 cm | 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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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Catholique et antisémite

과학·기술·의학

가톨릭과
반유대주의

니나 발부스케
유대인 대학살을
기억하고자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책.

2차 세계 대전 이전 통합적 가톨릭주의,
성직자 파시즘 및 민족주의에 빠져있던
극우주의자들의 면면을 소개한다. 프랑스 무장
세력부터 루마니아 민족주의자들 및 뉴욕, 런던,
코펜하겐, 로마, 베를린으로 추방된 러시아
반 공산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가톨릭의
반유대주의는 기독교적 반유대주의의 전통에
국한되지 않고, 반자유주의, 반시온주의,
반공산주의 십자군, 인종주의 등을 결합하며
전방위로 힘을 발휘했다.
9782271116956 | 2020 | 326쪽 | 15x23 cm | 25.00 €

Combattre, sauver, soigner :
Une histoire de fourmis

싸우고,
구하고,
치유하기
개미 이야기
0
0
개미를 관찰하러
코트디부아르의 사바나로
간 한 젊은 생물학자의
이야기.

에릭 프랑크는 엎드린 채 개미를 관찰하면서
몇 시간이고 보내곤 했다. 2003년 이후 언제나
내전 중인 나라 코트디부아르의 코모에 국립
공원에서의 일이다. 때로는 전사가 되고, 때로는
의사가 되는 놀라운 개미의 조직성은 그 용감함과
치유력만큼이나 그를 놀라게 하기 충분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동료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개미들의 능력이었다. 만일
이 비밀스러운 개미의 비법으로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9782271123132 | 2020 | 200쪽 | 14x22 cm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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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Essai de métaphysique animale :
Un même élan

인문사회·에세이

동물 형이상학
에세이

역사를
보편화해야합니까?

동물의 편에서

샤를 마르탱 프레빌
인간과 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그 복잡한 관계를
재고한다.

인간 혹은 동물 중 어느 한 쪽의 물리적 공동체
(신체 상태)에 속하는 것은 명확한 언어와
성찰적 인식이라는 인간적 특성에 관한
형이상학으로서의 동물성에 기반한, 일종의
배제에 불과하다. <동물 형이상학 에세이>
는 인간의 윤리학과 동물의 문화적 표상에
대항하며 동물의 고통을 바탕으로 세워진 인류
중심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동물의 편에 서서
동물성이 무엇인가를 재고하도록 촉구한다.
9782271119858 | 2020 | 330쪽 | 15x23 cm | 23.00 €

Faut-il universaliser l'histoire ? :
Entre dérives nationalistes
et identitaires

민족과 정체성의
표류 속에서
산자이 수브라만얌
연결된 역사'의 발기인인
산자이 수브라만얌은
국가주의적인 독선과
자기만족에 기반한 역사
연구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모두의 감성을 존중하는 정직한 '보편적 역사'
는 환상일 뿐이라는 것은 증명되었다. 산자이
수브라만얌은 역사의 '보편화'란 오히려
의도적인 배제의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보편적 역사'보다는 '연결된 역사'를
추구해야 한다고, 자기 정체성의 주장이나
소속된 국가 및 문화에 관한 자기만족의 정신이
아닌, 다른 문화와 다른 경험에 대한 교류와 개방
정신, 세계의 다른 지역과 다른 민족에 대한
호기심에 기반하는 역사학 연구를 촉구한다.
9782271125101 | 2020 | 144쪽 | 14x20,5 cm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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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Frontières d'Afrique :
Pour en finir avec un mythe

인문사회·에세이

아프리카의
국경

소셜의
관계

국경 불가침의 원칙은 1964년 독립 당시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 이후로
아프리카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국경을
그대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리카
국경이 식민지가 남긴 흉터라는 신화를 끝낼
때다. 아프리카의 국경은 엄연한 아프리카의
국경이다. 물론 때로는 부정확하고, 불안함을
만들어내는 요소이긴 하지만, 이제 그 국경은
상업적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국경이며 모든
자료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국경이다.

새로운 국제 갈등은 빈곤, 오염, 식량 불안정,
지역 사회 경쟁, 파괴적인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인 고통에 의해 촉발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긴장의 원인이 대중의 움직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서 오피니언 기업가,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내부 고발자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서비스에 자신의 기술을 판매하는
해커 등이 자기 입맛대로 국제 관계를 주무르고
있다. 이제 국제관계는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사이의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의
외교와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신화를 끝내기 위하여

미셸 푸셰
신민지가 남긴 상처가
아닌, 그대로의 국
경을 바라보자.

Inter-socialités :
Le monde n'est plus géo-politique

새로운 국제 관계

베르트랑 바디
더 이상은 세상을
지정학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새로운 국제
관계에 적응해야 한다.

9782271133731 | 2020 | 80쪽 | 12x17 cm | 6.00 €

9782271134806 | 2020 | 232쪽 | 14x22 cm | 20.00 €

3 4 5 6 7 8 9 10 11 12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CNR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L'occultisme nazi :
entre la SS et l'ésotérisme

과학·기술·의학

나치 신비주
의 : SS와
밀교 사이
스테판 프랑수아
툴레 협회의 영향력은
환상일 뿐이다.

<마술사의 아침>은 '툴레 협회'가 나치즘의
숨겨진 중심이라는 생각을 낳았다. 그러나
툴레 협회의 영향력은 환상이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는 밀교와 나치즘과 SS친위대를
연관시키며 일종의 급진적인 폭발적인 반문화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의도적인 행위와 그 기원을
되짚어본다. 또한 이탈리아의 밀교주의자
율리우스 에볼라, 잘 알려지지 않은 칠레의
네오나치 자크 마리 드 마티외, 또는 작가 장 폴
부르 등 이러한 신화적인 아이디어가 성공하는
데 기여한 작가들의 면면을 소개한다.

L'or vert : Quand les plantes
inspirent l'environnement

녹색의 금
식물이 환경에
영감을 줄 때

아녜스 기요
장 아르카디 메이에르
식물은 뇌도 없고 근육도
없으며,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9782271131355 | 2020 | 232쪽 | 15x23 cm |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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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산업, 의학, 건축, 디자인, 로봇 공학
및 컴퓨터 과학과 같은 분야의 혁신을 다룬다.
접착제는 어떻게 만드는가. 침대에 생긴 빈대를
퇴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저장하는 법은? 어떻게 태양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를 활용하는가.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백신을
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근육'도 '두뇌'
도 없는 로봇을 만드는 법은?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는 '식물성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9782271126191 | 2020 | 224쪽 | 16x21 cm | 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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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S 출판사
과학·기술·의학

La colonisation de l'espace

인문사회·에세이

우주 식민지
건설

실뱅 샤티
릴리 데 벨롱
우주는 오랫동안 우리를
매혹해왔다. 언젠가는 달에
가리라는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화성에

금성에서 출발해서 달에도 들렀다가, 혜성까지!
이 책은 우리를 위험하지만 흥분되는 우주여행
속으로 초대한다. 저자 실뱅 샤티는 우주 탐험의
주요 단계, 외계 생명체에 관한 다양한 가설들,
우주 행성에 인간이 정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 등 인간이 우주에 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룬다.
9782271126276 | 2020 | 178쪽 | 17x21 cm | 0.00 €

La question du sujet :
Descartes et Wittgenstein

주체의 문제
데카르트와
비트겐슈타인

릴리 데 벨롱
데카르트와 비트겐슈타인
간의 대결 게임을 통해
주관적 정체성의 문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철학자로 여겨지는
데카르트와 비트겐슈타인, 두 철학자에게
주관성의 특정 문법에 대한 동일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무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도 아니하다'. 자신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획기적인 실험을 둘러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통해 통증을 느낄 가능성) 비트겐슈타인이
제안한 사고 실험이, '나, 형이상학적인 나,
신체적 대상이 없는 사유의 주체로서의 나'를
구분하는 데카르트적인 분석을 만난다.
9782271119834 | 2020 | 208쪽 | 15x23 cm | 25.00 €

가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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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RS 출판사
과학·기술·의학

La Terre

인문사회·에세이

지구

대학살자의
평범한 삶

4명의 지질학자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이미지를
통해 지질학적 현상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지각의 단층과 판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부터 표면의 여러 층 아래에 묻혀
있는 암석을 분출하는 화산, 대륙의 표류 현상에
이르기까지, 지질학적 현상들과 지구의 구성에
관해 비밀 한 점 없이 모든 것이 실려 있는 책.

알렉상드르 슈브넬
도나티앙 마리
지구의 역사와 구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9782271124326 | 2019 | 180쪽 | 17x21 cm | 18.00 €

La vie ordinaire des génocidaires

리샤르 레스만
한 대량학살자의 평범한
일상은 다른 사람을
처형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구상하는 일이었다.

이념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일하러 가는 것처럼 쉽게 타인을 죽인다.
리샤르 레스만은 대량 학살자들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삶으로 들어가서 매일 수십 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과연
어떠한지를 면밀히 조사했다. 대량 학살자들의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죽이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을 처형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는 일에 집중했다.

RIGHTS SOLD

영어 저작권 판매 완료
(Fordham University Press)
9782271095077 | 2020 | 256쪽 | 15x20,5 cm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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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ouvoir des liens faibles

인문사회·에세이

약한 연결
고리의 힘

알렉상드르 제펜
상드라 로지에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는 '
약한 연결 고리'라는 개념을

약한 연결 고리'라는 개념은 윤리적, 정치적
성찰 속에서 흔히 무시되곤 한다. 그러나 약한
연결 고리의 형태야말로 현대 사회의 관계의
가장 중심적인 관계의 형태이며 타인에 관한
관심의 형태이다. 소셜네크워크 속에서, 문화적
영역에서, 도시 공간이나 자연환경과 현대인이
맺는 관계에서, 혹은 민주적인 공동체 속에서도
약한 연결 고리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9782271126221 | 0 | 384쪽 | 15x23 cm | 25.00 €

Le retour des frontières

국경의 귀환

미셸 푸셰
국경의 귀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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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다면, 국경이 다시 단단해진다는 건 좋은
소식이다. 사실 국경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세계 여행자로서의 현대인들의 머릿속
지도에서 슬그머니 지워졌을 뿐. 그러나 국경은
단순히 추상적인 선이 아니라 제도이고, 때로는
쉽게 넘을 수 있다고 해도 국경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 국경 없는 세계는 이슬람 테러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준 야만적인 세상에 지나지
않는다.
9782271133489 | 2020 | 64쪽 | 12x17 cm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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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sommeil

인문사회·에세이

수면

에두아르
샤통의 아주
작은 생명체들

수면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발생하며 우리의
존재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수면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고, 수면을 생략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수면 시간은 우리
내부의 시계를 통해 정해지며 지구의 자전에
맞추어 조정된다. 우리가 수면에 대해 이미 알고
있거나,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에 관한 책.

뮈리엘 플로랭
쥘리 레가레

9782271130662 | 2020 | 176쪽 | 17x21 cm | 18.00 €

Les vies minuscules d'Edouard Chatton

카트린 제쥐
뱅상 로데

수면과 꿈은 시간이 지남에

에두아르 샤통의 원생생물

따라 문화 전반에서 어떻게

그림을 담은 책.

이해되어 왔는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원생생물들은 너무나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한 세기 전,
뛰어난 연구원이었던 에두아르 샤통은 이렇게
작은 원생생물을 연구했다. 그는 원생생물의
조그마한 비밀을 밝혀내고 현대 생물학의
기틀을 마련한 시각적인 개념을 탄생시키며
원생생물을 그림으로 그려냈다. 이 책에는
독창적이고 다채로우며 놀랍도록 아름다운
동시에 과학적 정확성을 잃지 않은, 극도로 작은
원생생물의 세계를 그려낸 에두아르 샤통의
그림들이 실려있다.
9782271134035 | 2020 | 288쪽 | 21x24 cm | 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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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iens

사피엔스
타인의 정신과 세상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여
그것을 자신의 존재로 느껴볼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인류의 혈통 내에서 사피엔스의
특이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직접 선사 시대로
뛰어들었다. 일종의 정신분석적 기법을 통해
선사 시대를 살았던 한 남자의 인식 속으로
독자를 초대하는 동시에 유쾌한 유머를 잃지
않은 책.

프랑수아 봉
오로르 칼리아스
다른 종들이 모두 서서히

RIGHTS SOLD

중국어 간자체 저작권 판매 완료
9782271124197 | 2019 | 168쪽 | 17x21 cm | 18.00 €

멸종해온 오늘날까지
사피엔스만이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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