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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티니에르 출판사마르티니에르 출판사

  지속 가능한 세상을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75명의 디자이너위한 75명의 디자이너

  나쁜 상어  나쁜 상어

  무대 뒤의 샤넬  무대 뒤의 샤넬

  경이로움  경이로움

  감정의 포착  감정의 포착

  프랑스 가정식  프랑스 가정식

  스카프  스카프

  합리적인 미식  합리적인 미식

  무한의 마카롱  무한의 마카롱

  일본으로 떠나는    일본으로 떠나는  
조용한 여행조용한 여행

  행복을 찾는    행복을 찾는  
관광객의 일기관광객의 일기

  마이아 마조레트의 성  마이아 마조레트의 성

  야채요리  야채요리

  패션 선언서  패션 선언서

  프랑스 베이킹  프랑스 베이킹

  포르투갈. 삶과    포르투갈. 삶과  
창조의 예술창조의 예술

  칵테일  칵테일

  베두타  베두타

  식물을 요리하다  식물을 요리하다

  여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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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designers pour un monde durable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75세상을 위한 75
명의 디자이너명의 디자이너
기후 문제와 생활 방식의 변화에 직면한 75
명의 디자이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료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를 다시 생각함으로써 
쓸모없는 쓰레기를 아름다운 물건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자원의 부족을 코앞에 둔 현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헌신적인 활동가로 변모한 
디자이너들은, 자연의 노하우에 영감을 얻어 
박테리아나 곰팡이를 디자인에 활용하기도 
한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뒤엎고 
생명체와의 공존의 길을 여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9782732492483 | 2020 | 240쪽 | 22x28,5 cm | 35.00 €

 Bad requins

나쁜 상어나쁜 상어
국제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영화 <죠스
>는 전 세계의 굶주린 영화 제작자들에게 
때로는 최고의, 때로는 최악의 영감을 남겼다. 
오늘날까지도 수중 괴물에 대한 세계적인 
열망을 이용한 '상어 영화'라는 하위 장르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딥 블루 씨 (1999)>,  
<샤크 스톰 (2017)>, <Bacalhau (1975)>, <Snow 
Shark (2014)> 까지, '상어 영화'라는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제공하는 최초의 책이다.

9782364806757 | 2018 | 216쪽 | 18,9x26 cm | 29.95 €

예술예술

알렉시스 프레보스트
클로드 가이야르

상어 영화'의 역사.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즈느비에브 갈로

75명의 디자이너가 
디자인과 환경 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 
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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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s les coulisses de Chanel

무대 뒤의 샤넬무대 뒤의 샤넬
이 책은 샤넬 패션쇼의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과정을 취재한 르포르타주이자 샤넬의 일상을 
기록한 순항 일지와도 같다. 깡봉 가에서 
패션쇼까지, 디자이너의 스튜디오에서 쿠튀르 
작업실까지, 패션계의 다양한 직업을 접하며 
하나의 컬렉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준비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반은 조사서이고 반은 
다큐멘터리인 이 책은 모던하고 현대적이며 
생생한 패션 업계의 현장을 그려냈으며, 프랑스 
오트쿠튀르의 전설적인 브랜드 샤넬의 역사 
또한 놓치지 않고 실려 있다.
RIGHTS SOLD
4개 언어로 출판됨: 영어 (Chanel, The making 
of a collection, Abrams), 독일어 (Hinter den 
Kulissen von Chanel, Knesebeck), 중국어 
간자체 (Artron), 한국어 (O Vois)
FIND OUT MORE
> 프랑스 6000부 판매 
> 전세계 25000부 판매

9782732486505 | 2019 | 240쪽 | 22x28,5 cm | 29.00 €

 Émerveillement

경이로움경이로움
모든 것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경이로움을 느껴보세요. 돌과 나뭇가지와 
나뭇잎의 간결함, 한 방울의 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경이로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워보세요. 경이로움은 우리를 고요하고 
광활하고 개방된 내면의 상태로 초대하고, 
세상과의 합일감을 선사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아이슬란드에서 네팔에 이르기까지, 
불교 승려이자 사진작가인 마티외 리카르의 숨 
막히게 아름다운 작품이 실려 있는 책.
FIND OUT MORE
> 2만부 판매됨 (프랑스)

9782732490960 | 2019 | 216쪽 | 24x28,5 cm | 29.90 €

예술예술

마티외 리카르

모든 형태의 자연과 삶의 
아름다운에 대한 찬사!

예술예술

레티시아 세낙
장 필립 델롬

패션계의 가장 전설적인 
브랜드 샤넬의 모든 것을 
담아낸 르포르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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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motions

감정의 포착감정의 포착
96세의 사빈 바이스가 직접 선별한 250장의 
흑백 사진을 통해 그녀의 작품 세계를 돌아본다. 
사빈 바이스의 지문과도 같은 상징적인 작품도 
있으며, 혹은 흔치 않은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녀의 모든 사진 속에는 공통적으로 
감정이 흘러넘친다. 렌즈에 포착된 감정들. 
즉석에서 포착한 스냅사진 속에 담긴 감정들. 
삶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인간의 조건을 
증언하는 사빈 바이스의 작품들과 더불어, 마리 
데플레솅이 추천 서문을 썼다.

9782732495897 | 2020 | 256쪽 | 24x28,5 cm | 39.00 €

 Fait Maison

프랑스 가정식프랑스 가정식
당신의 점심과 저녁 식사를 밝혀줄 실용적이고도 
소박한 필수 요리책! 가족 또는 친구, 둘이서 
혹은 혼자서 즐길만한 바삭바삭한 미식가의 
레시피가 가득한 책입니다. 시릴 리냑의 
레시피와 함께라면 프랑스 가정식 요리도 식은 
죽 먹기가 될 거예요. 이제 앞치마를 입고 당신의 
영혼을 데워줄 요리를 시작해보세요.
FIND OUT MORE
> 90만부 판매됨 (프랑스)

9782732496160 | 2020 | 112쪽 | 17x24 cm | 12.9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시릴 리냑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45가지 환상적인 레시피를 
제공합니다.

예술예술

사빈 바이스

대표적인 인본주의 작가 
사빈 바이스의 선별 작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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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lards

스카프스카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랑받아온 스카프는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오랫동안 유행에서 
멀어졌던 스카프가 다시 유행이 되어 돌아왔다. 
고급 의류점, 패션쇼, 디자이너 컬렉션 등에서 
스카프는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디자이너들은 
다시 스카프를 만들기 시작했고, 모든 
브랜드에서 스카프를 내놓고 있다. 스카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책으로, 명품 브랜드의 
그 유명한 정사각형 스카프부터 이를 모를 
스카프까지, 320여 개의 다양하게 선별된 
스카프 사진이 실려 있다.

9782732493756 | 2020 | 240쪽 | 26x26 cm | 39.90 €

 Gourmandise raisonnée

합리적인 미식합리적인 미식
발로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프레데릭 보는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하고 
유익한 '새로운 제과'를 창조해내고자 했다. 
그는 제과계의 위대한 고전의 맛과 감각을 
보존하고 창작자의 영감의 원천을 존중하는 
동시에 현대인의 웰빙을 고려한 재료와 제과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60가지의 
맛있는 레시피와 필수 준비물 목록을 제공하며 '
합리적인 미식'의 세계로 초대하는 책.
RIGHTS SOLD
3개 언어로 출판됨: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9782732492568 | 2020 | 336쪽 | 22x28,5 cm | 49.0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프레데릭 보

합리적인 미식', 새로운 
제과란 무엇인가.

예술예술

이자벨 드 쿠르

스카프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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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iniment macaron

무한의 마카롱무한의 마카롱
피에르 에르메는 자신만의 노하우와 상상력으로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작은 별미, 마카롱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카롱의 드넓은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책에서 피에르 에르메는 
마니아가 많기로 유명한 피에르 에르메 마카롱의 
맛의 비밀과 그 창작 과정을 밝힙니다. 맛을 보고 
구워 보기도 하며 마카롱의 세계에 흠뻑 빠져 
보세요. 무한한 마카롱의 세계로.

9782732495163 | 2020 | 288쪽 | 24x28,5 cm | 39.00 €

 Japon, un voyage silencieux

일본으로 일본으로 
떠나는 조용 떠나는 조용 
한 여행한 여행
생각하기, 방황하기, 추적하기, 나타나기, 
떠돌아다니기. 총 다섯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180개 이상의 이미지가 포함된 이 책은 
섬세한 시선으로 일본의 지리를 그려낸다. 
불완전한 것의 아름다움인 '와비사비', 세상의 
숨겨진 아름다움인 '유겐', 드러내는 반쪽만큼 
가려버리는 반광, 고대 설화 등 일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일본의 영혼의 
정수에 가 닿은, 열애의 사전과도 같은 책이다.
RIGHTS SOLD
스페인어로 출판됨

9782732494128 | 2020 | 256쪽 | 19x25,5 cm | 39.00 €

예술예술

상드린 바일리

일본의 영혼과 미학의  
한 가운데를 시각적으로, 
문학적으로 산책할 수 있게 
해주는 책.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피에르 에르메

피에르 에르메의 '보석'과도 
같은 마카롱이 고스란히 
담긴 크고 아름다운 책!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마르티니에르 출판사

  3  4  5  6  7  8  9  10  11  12   

 Le journal intime  
d'un touriste du bonheur

행복을 찾는 행복을 찾는 
관광객의 일기관광객의 일기
카리스마 있고 재능 있는 젊은 작가 조나탕 
레만은 매우 독창적이고 영적인 모험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명쾌함과 재능과 유머가 가득한 이 
책에서 저자는 인도에서 행복을 찾는 관광객이 
되어 겪었던 고난 이야기, 아쉬람에서 구루를 
만나고 영적 쇼핑을 했던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면 독자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자로 변해있을 것이다!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네덜란드어  
(Dagboek van een gelukstoerist, Brandt), 
루마니아어 (Philobia)
FIND OUT MORE
> 5만부 판매됨 (프랑스)

9782732486826 | 2018 | 288쪽 | 14x22 cm | 16.90 €

 Le sexe selon Maïa

마이아 마이아 
마조레트의 성마조레트의 성
마이아 마조레트는 2015년 11월부터 
르몽드지에서 <마이아 마조레트의 성>이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마이아의 칼럼은 
르몽드의 연재물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리는 칼럼으로, 주로 우리 신체에 
대한 표현, 성행위 및 성적 상상력을 분석하는 
글이다. 칼럼의 접근 방식은 특히 섹스와 젠더의 
개념, 성적 동의, 쾌락, 성의 위험과 유혹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미투 운동의 맥락과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 마이아의 신조는 이것이다. 성은 
우리를 분열시키기보다는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어야 한다.
RIGHTS SOLD
포르투갈어로 출판됨  
(Editora oficina Raquel, Brazil)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5000부 판매

9782732491707 | 2020 | 234쪽 | 17x22,5 cm | 22.9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마이아 마조레트
샤를로트 몰라

오래된 죄책감에서 벗 
어나, 한 층 고차원의 성을 
이야기하는 칼럼집.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조나탕 레만

지혜를 찾아 방랑한 작 
가의 인도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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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égumes

야채요리야채요리
미슐렝 스타 셰프 레지 마르콩이 이번에는 
야채에 주목했다. 아스파라거스, 아티초크, 
아보카도, 연근, 타로, 야콘... 셰프 레지 마르콩은 
야채의 풍부한 세상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야채를 식물과에 따라 분류해 각 야채별 영양 
및 요리법은 물론, 보관 팁까지 실려있다. 수프, 
샐러드, 반찬 등 야채를 밥상에 활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레지 마르콩이 제안하는 100가지 
이상의 야채요리 레시피가 실려 있는 책.

9782732489551 | 2020 | 432쪽 | 22x28,5 cm | 45.00 €

 Mode Manifeste

패션 선언서패션 선언서
우리는 광적으로 옷을 소비해왔다. 2000년대 
말, 패스트패션 브랜드의 커다란 광고판들이 
거리를 점령했다. 이후 우리는 점차 감았던 
눈을 뜨기 시작했고, 패션 산업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오염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임을 
확인했다.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인류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옷을 생산하고 소비해야만 한다는 위기감은 
더욱 명확해 보인다. 이 책은 패션 산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생태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옷을 소비할 수 있는 1001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종의 선언서이다.

9782732493862 | 2020 | 192쪽 | 17x22,5 cm | 25.0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마갈리 물리네
알리스 메테니에

패션 산업에 관한 현황 
보고 및, 생태학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패션을 소비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레지 마르콩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즐기는 100가지 맛있는 
야채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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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âtisserie

프랑스 베이킹프랑스 베이킹
고전적인 프랑스 베이킹을 이제는 가정에서 
즐겨보세요. 3200장의 사진이 실려 있어 
조리법의 전 단계를 상세하게 보고 따라 할 수 
있으며, 전문가처럼 성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 
도구 및 기술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달콤한 빵과 과자뿐 아니라 짠맛 위주의 제과 
레시피 80가지가 새로 포함된 확장판.
RIGHTS SOLD
9개국에서 출판됨:  영어 (Rizzoli),  
독일어 (Christian), 이탈리아어 (24Ore), 
네덜란드어 (Veltman)…
FIND OUT MORE
> 40만부 판매됨 (프랑스) 
> 12만부가 전세계에서 판매됨

9782732494067 | 2019 | 880쪽 | 18,5x25 | 40.50 €

 Portugal. Art de vivre et création

포르투갈.  포르투갈.  
삶과 창조 삶과 창조 
의 예술의 예술
도자기에서 양모 직조, 자수에 이르기까지 
영감와 노하우를 전해주는 장인의 손길을 
느끼며 포르투갈 전국을 여행해보세요. 이 책은 
장인, 예술가, 건축가 및 디자이너를 만나며 
포르투갈 생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일종의 순회 
여행입니다.

9782732492131 | 2020 | 192쪽 | 22x28,5 cm | 29.9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세르지오 다 실바

현대 포르투갈의 생활 
예술에 대한 발견.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크리스토프 펠데르

이미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바 있는 프랑스 베이킹 
필수 참고서의 확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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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cktail book. Le nouveau classique 
du bar : Un manuel technique et créatif

칵테일칵테일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레시피
칵테일 애호가를 위한 매뉴얼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책. 칵테일에 관한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접근 방식을 모두 적용해 칵테일 혼합의 
기초, 칵테일 실험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는 물론 
바텐더로서의 매너까지, 칵테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이다. 현대적인 비전으로 탄생한 
60여 개의 칵테일 레시피는 마치 미식이라는 
예술이 액체로 표현된 것과 다름없다.

9782732494463 | 2020 | 384 pages | 17x22,5 cm | 35.00 €

 Veduta

베두타베두타
사진작가 토마 조리옹은 인간에 의해 버려지고 
폐허가 된 건물과 장소들에 호기심을 품었다. 
그는 이탈리아 북쪽에서 남쪽까지 조사를 
거듭한 후, 18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지어졌던 
저택, 별장, 궁전의 사진을 가지고 돌아왔다. 사진 
속 건물들은 인간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초월한 놀라운 모습으로, 그 
화려한 장식에 입을 다물기가 어려울 것이다. 
토마 조리옹이 자연광으로 잡아낸, 시대 속에 
멈춰버린 이탈리아의 생생한 이미지들.

9782732494104 | 2020 | 216쪽 | 32x26 cm | 49.00 €

예술예술

토마 조리옹

시대 속에 멈춰버린 
이탈리아의 생생한 이미지.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플로리앙 티로
베네딕트 보르톨리

현대적인 비전으로 탄생한 
60여 개의 칵테일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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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égétal

식물을 식물을 
요리하다요리하다
흙이 전해 주는 풍성함에 매료된 윌리암 
르되이는 재료 본연의 품질과 풍미의 기원으로 
돌아갔다. 그는 다양한 식물군을 연구하며 
반짝이는 양배추와 호박, 아스파라거스 등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맛을 탐구한다. 70가지 
요리법이 날것, 조림, 구이, 찜 등 요리 방법에 
따라 쉽게 분류되어 다양한 식물의 세계를 
요리하고 맛보도록 영감을 제시하는 책이다.

9782732490489 | 2020 | 224쪽 | 19x25,5 cm | 35.00 €

 Woman

여성여성
50개국에서 2000건의 인터뷰를 하고 85회의 
촬영을 하며 2년 이상의 작업 끝에 완성된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과 아나스타샤 미코바의 
영화 <여성>. 현재의 세계를 반영하고자 했던 
이 영화는 여성들이 여전히 고통 받는 불평등의 
어두운 측면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또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이며,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고정 
관념에 맞서 싸우는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바치는 오마주이기도 하다.
RIGHTS SOLD
독일어로 출판됨 (Knesebeck)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5000부 판매 
> 5000부가 독일에서 판매됨

9782732490366 | 2020 | 224쪽 | 22x28,5 cm | 25.00 €

예술예술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
아나스타샤 미코바

<여성>은 50개국에서 2000
명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은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윌리암 르되이

야채, 콩, 곡물, 버섯, 허브… 
간결하면서도 위엄있는 
식물 요리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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