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긴이 이은정 : Julia Eun Jeong Lee - ejlee.julia@gmail.com

SEOUL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특별시
저작권 판매 현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관련 최신 정보는 해당 출판사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Bureau International de l’Édition Française
115, bd Saint-Germain - 75006 Paris, France
t. +33 (0)1 44 41 13 13 - f. +33 (0)1 46 34 63 83
info@bief.org - www.bief.org

Éditions de l'EHESS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우에서 좌로

기호를 넘어서

기억을 저장하다

우리 마음에 깃든 사회적 의미

정치적인 몸

11월 13일 테러 기념관

모스크바에서 먼 땅까지

트로이를 찾아라

공존의 장소

나를 이야기하다

은밀한 인터뷰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행동의 민족지학

과학의 소유자

삶의 순간들

전쟁, 젠더를 형성하다

보이지 않는 시작

라자만달라

철학적 식민지

승리를 겪어내는 일

EHESS 출판사
editions.ehess.fr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EHES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À la gauche du droit : Mobilisations
politiques du droit et de la justice
en France (1968-1981)

인문사회·에세이

우에서 좌로

기억을
저장하다

법과 정의의 정치적
동원 (1968-1981)

리오라 이스라엘
어떻게 법은 급진적인
사회 투쟁의 도구가 될 수
있었나.

저자는 20세기의 주요 사건과 시련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법이 언제나 중립적이지는
않으며 때로는 급진적인 사회 투쟁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법의 전투적
사용에 관한 것이든, 혹은 사법 당국과 정치
권력 사이의 긴장 형태에 관한 것이든, 오늘날
법과 정의와 정치가 서로 연결되는 역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rchiver la mémoire :
De l'histoire orale au patrimoine
immatériel

구술 역사에서 무형
유산까지
플로랑스 드샹
40년 동안 프랑스 사회를
사로 잡아 온 위대한 3 부작
<역사, 기억 및 유산>을
재검토하는 작품.

9782713228476 | 2020 | 346쪽 | 14x21,5 cm | 25.00 €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구술 기록 보관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구술 증언 및 말뭉치 구성을 포함한 역사 기록
프로젝트 혹은 문화유산 기록 프로젝트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구술 자료는 개인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이다.
20세기 말 현대 역사가들의 연구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던 역사학적 혁신, 즉 '구술 역사'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추적하는 책.
9782713228056 | 2019 | 216쪽 | 12x20 cm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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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S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Corps politiques : Le sport
dans les luttes des Noirs américains
pour la justice depuis la fin
du XIXe siècle

인문사회·에세이

모스크바에
서 먼 땅까지

정치적인 몸

미국 흑인 인권 투쟁
속의 스포츠
니콜라 마르탱 브르토
소수 집단의 신체가
정치적으로 쓰였던 역사
와 그 영향력을 이야기한다.

19세기 말,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를 향한
인종차별적 폭력은 한 세대 전 노예 제도의
폐지가 가져왔던 역사적 진전을 파괴했다.
신체야말로 인종적 억압의 주요 표적이기에,
미국의 흑인들은 스포츠를 자신들의 존엄성과
평등과 정의를 위한 투쟁의 기반으로 삼았다.
저자는 방대한 아카이브 작업의 도움을 받아,
워싱턴시가 미국 내 흑인의 집결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집단의 의기 고양과 해방 운동의
요람 같은 도시였음을 보여준다.

De Moscou aux terres
les plus lointaines : Communications,
politique et société en URSS

라리사 자카로바
소비에트 권력이 개발했던
통신 기술에 대한 분석.

9782713228124 | 2020 | 392쪽 | 14x21,5 cm | 25.00 €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통신, 정치
및 사회
스탈린은 광대한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영토를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 시절 주민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지인들과 어떻게
유대 관계를 유지했을까? 저자는 20세기
소비에트 공화국이 일상의 통신에 우주를
이용하기 시작했던 방식을 설명한다. 아카이브,
인쇄물, 서신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우편, 전화,
전보 등의 장거리 통신이 개발되었던 방식과
이를 가능하게 했던 인프라와 기술, 또한
이러한 혁신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용되었던
정황까지 파헤치는 작품이다.
9782713228513 | 2020 | 332쪽 | 14x21,5 cm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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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S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Des lieux en commun : Une ethnographie
des rassemblements publics en Chine

인문사회·에세이

은밀한 인터뷰

공존의 장소

민족지학적 측면에
서 바라본 중국의
집단행동.
이자벨 티로

중국에서 집단행동은 사회 안정에 위협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
역시 공원, 종교 시설 또는 광장에서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한다. 두 가지
유형의 집단 활동에 관해 톈진시에서 수행된
민족지학적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집단 활동이
공식적인 위계관계나 서로 간의 장막에서
벗어난 시민들 간의 동등한 공존의 장소로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측면을 지니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에서 공공 활동 참여의
의미가 재정립 중임을 파헤친 책이다.

Entretiens complices

알랭 로브그리예
알랭 로브그리예와의 다섯
번의 인터뷰 모음집.

9782713228131 | 2020 | 392쪽 | 14x21,5 cm | 27.00 €

3 4 5 6 7 8 9 10 11 12

누보로망의 리더이자 아방가르드 문학과
영화의 상징적인 인물인 알랭 로브그리예는
그의 대담한 작품들과 함께 도발적이고 논란이
많았던 인물로 기억된다. 1991년과 2000년
사이에 진행된 다섯 번의 인터뷰 모음집으로,
알랭 로브그리예의 개념적 사고를 생생히 느낄
수 있음은 물론, 때로는 참을성 없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따뜻함을 간직한 알랭 로브그리예의
또 다른 면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9782713227608 | 2018 | 208쪽 | 11x16,5 cm | 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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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S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Ethnographie de l'action :
L'observation des détails

인문사회·에세이

삶의 순간들

행동의
민족지학
세부 관찰

알베르 피에트
사회학자와 인류학자
의 시선을 사로 잡는
것은 무엇일까.

현대 사회 과학의 눈에 띄는 추세는 관찰의
중요성이다. 사회 과학자의 시선은 관련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혹은 관련성이 약한 것
등을 구분하고 근본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을
구분한다. 관찰은 이후의 연구 행위에 우선된다.
1996년 최초로 출판되었던 책으로, 저자는
본질과 그 부산물들을 구별해내기 위해 학자들이
차용했던 관련성의 원칙을 식별해내고, 다양한
사회학적, 민족지학적 전통에 의문을 제기한다.

Instants de vie

아를레트 파르주
역사학자 아를레트
파르주의 인터뷰 모음집.

9782713228148 | 2020 | 262쪽 | 12x20 cm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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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레트 파루즈는 역사가로서 자신의 경력에서
중요했던 기회와 만남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18
세기의 사법적 자료를 발견한 이후로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눈을 떴던 일에 관해,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에 관한 역사를 쓰기 위해 투쟁했던 것에
관해,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들어본 적도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대한 저자의
열정에 관해, 그리고 글쓰기와 언어를 향한 관심,
역사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방식에 관하여.
9782713228155 | 2021 | 128쪽 | 11x16,5 cm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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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S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L'invisible initiation

인문사회·에세이

보이지
않는 시작

다니엘 파브르
장 클로드 슈미트
저자는 자신의 '시작', 즉
랑그독에서의 어린 시절과
이탈리아 인류학과의

La colonie philosophique :
Écrire l’histoire de la philosophie
aux XVIIIe-XIXe siècles

철학적 식민지
18~19세기 철학사
쓰기

2015년 다니엘 파브르는 "보이지 않는 시작:
유럽 시골 사회에서 소녀와 소년이 되는 법"
이라는 제목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그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 '젊음이 형성되는' 방법에
관한, 달리 말하자면 어제와 오늘, 마을에서
혹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방식에 관한 성찰의 결과를
발표하고 또한 어린 소년이었고 청소년이었던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소개했다.

현대 사회를 형성하는

9782713228032 | 2019 | 128쪽 | 11x16,5 cm | 9.00 €

데 깊은 영향을 미친 철학

카트린 쾨니그 프랄롱

사 연구를 돌아본다.

만남을 이야기한다.

철학적 식민지는 1700년경 독일에서 처음
나타나 세기말 유럽에서 제도화되었다. 1800
년 무렵까지 세계 철학사 기록은 현대 유럽만의
철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동양은 그저
비교 대상으로만 다뤄졌다. 이 책은 철학을
개념적 질서의 지적 장치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으로로 접근한다. 철학사는 특히
언어학, 민족학, 인류학 등과 같은 새로운 학문과
상호 작용하며 형성되어왔다.
9782713227721 | 2019 | 256쪽 | 14x21,5 cm |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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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S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La traversée des signes

인문사회·에세이

기호를 넘어서

루이 마랭
피에르 앙투안 파브르
1992년 4월 France

철학자, 역사학자이자 기호학자인 루이
마랭이 자신의 지적 여정을 되돌아본 인터뷰
모음집. 루이 마랭은 그레마스에서 엘리아스,
뒤메질에서 데리다에 이르기까지, 권력과 그
표상 사이의 관계에 관한 자신의 성찰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 중요한 만남과 교류들에
대해 언급한다. 루이 마랭 자신이 구현한 지적
개방성이라는 개념에 충실한 인터뷰로, 현대
민주주의와 엔터테인먼트 문화는 물론, 고전
회화와 현대 회화에 대한 의문에 답을 찾는다.
9782713227295 | 2019 | 96쪽 | 11x16,5 cm | 9.00 €

Le social à l'esprit :
Dialogues avec Vincent Descombes

우리 마
음에 깃든
사회적 의미

뱅상 데콩브와의 대화
프란체스코 칼레가로
징 시에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며,

Culture의 <A voice nue>

그것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었던

영향은 무엇일까.

루이 마랭 인터뷰 모음집.

사회과학은 연구 대상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적 질문을 계속한다. 즉, 철학과 사회과학
간의 협력은 이론과 경험을 연결하는 축이
공유하는 문제들을 식별하는 것을 우선하는
작업이 된다. 지난 20년간 철학자 뱅상 데콩브의
작업은 프랑스는 물론 해외에서 학제 간 교류의
공간을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사회학자,
인류학자, 역사학자, 철학자들이 각각 자신들의
학문이 철학자적 사고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혀낸다.
9782713228612 | 2020 | 368쪽 | 14x21,5 cm | 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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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S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Les mémoriaux du 13 novembre

인문사회·에세이

11월 13일
테러 기념관

사라 장스뷔르제
제롬 트뤽
11/13 테러 이후 파리
기록 보관소가 수집했던
내용을 모은 책.

L’invention de Troie :
Les vies rêvées de Heinrich Schliemann

트로이
를 찾아라

2015년 11월 13일 테러 다음 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테러 현장 근처의 파리 거리에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수천 개의 메시지, 양초,
꽃과 추모용 물건들이 모여 기념비가 되었다. 몇
주 동안 파리 기록 보관소는 이 물건들의 내용을
전부 보관했고, 그 아카이브는 오늘날 국가
유산이 되었다. 거의 400장에 가까운 사진으로
꽉 찬 이 작품은 기념비가 만들어지던 때로 다시
우리를 데려가는 진정한 추모의 책이다.

현실의 트로이를 찾아

9782713228636 | 2020 | 288쪽 | 17x22 cm | 19.80 €

나섰던 집념의 사나이

하인리히 슐리만의 삶

아닉 루이

하인리히 슐리만의
텍스트를 분석한다.

호메로스의 트로이는 어디에 있었고 지금은
무엇이 남아 있을까? 네 권의 자서전을 남긴
하인리히 슐리만을 움직인 원동력은 이
질문이었다. 1870년에서 1890년 사이, 독일의
사업가였던 하인리히 슐리만은 마흔이 넘은
나이에 고고학자가 되어 호메로스의 트로이가
있었던 장소에 존재했던 아홉 개의 도시를
발견했다. 기존 학자들의 세계에 갑자기
나타나서 일종의 충격을 주었던 하인리히
슐리만은 19세기 학계의 가장 논란적인 인물
중의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자는 지식 연구의 관습에 기대지 않고 기존의
이론에만 의지하지도 않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저 땅을 팠던 이 새로운 형태의 학자가
놓일 사회적, 문화적 계보를 제안한다.
9782713228490 | 2020 | 360쪽 | 14x21,5 cm |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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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S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Parler de soi : Méthodes biographiques
et sciences sociales

인문사회·에세이

나를
이야기하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전기적 방법론과
사회과학
공동저작물 B.
개개인의 자기 표현과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전기적 접근 방식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개인화가 점점 강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삶은 공공적 장치, 자전적 내러티브 또는 소셜
네트워크의 자기 진술로 형식화된 전기적
담론의 증식으로 이어지는 개인적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전기적 접근 방식이
1960년대 말 프랑스어권 사회과학에 소개된
이래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관한 비평적 논의 및
그러한 접근 방식이 유도하는 최근의 방법론적
혁신에 대한 반성을 논한다.

Piero della Francesca :
Une conversion du regard

시선의 전환

프랑크 메르시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수수께끼같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작품을
파헤친다.

9782713228179 | 2020 | 320쪽 | 14x21,5 cm | 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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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불가사의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 그림을 소환한다. 15
세기 중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린 '
그리스도의 책형'으로 알려진 그림이다.
저자는 한 장의 그림을 엄밀히 탐구함으로서
공간에 대한 수학적 인식의 새로운 엄정함에
오귀스탱과 니콜라 드 퀴 등에 영향을 받았던
영적인 필요성을 긴밀히 연결한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독창적인 회화적 접근 방식을
논한다.
9782713228599 | 2021 | 400쪽 | 17x22 cm | 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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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S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Posséder la science :
La propriété scientifique au temps
du capitalisme industriel

인문사회·에세이

과학의 소유자

전쟁, 젠더를
형성하다

산업 자본주의 시대,
자산이 된 과학

가브리엘 갈베즈 베아르
과학계와 산업계 사이의
관계와 이익의 공유에 관해
이야기한다.

19세기부터 과학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맞서
치열한 다툼을 해왔다. 저자는 프랑스,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발견의 결과물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준 지적 재산권의 발전과 함께 과학적
연구의 결과인 지적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되짚는다. 과학이 한편으로는 공익을
위한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산업의 영역이기도 함을 조망하는 책.

Produire la guerre, produire
le genre : Des Françaises au travail
dans l'Allemagne nationale-socialiste
(1940-1945)

카미유 포루
베를린에서 일하던 프랑스
여성의 일상을 탐구하다.

9782713228537 | 2020 | 336쪽 | 14x21,5 cm | 25.00 €

국가 사회주의
독일에서 일했던
프랑스 여성들
(1940-1945)
20세기 '종합 전쟁'의 특징인 무기의 대량
생산이 어떻게 참전국 사회에서 젠더의 관계를
전복시키는지를 다룬 책이다. 저자는 프랑스를
떠나 독일의 무기 공장으로 일하러 간 약 8만
명의 프랑스 여성의 이야기를 조사했다. 이
책은 국가의 이동이라는 역학이 젠더 형성에
미친 영향력을 조명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의 수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서로 평행한
경험들이 아닌, 독립적이지만 서로 연결된
이야기들이었음을 생각하게 한다.
9782713228605 | 2020 | 300쪽 | 14x21,5 cm | 24.00 €

3 4 5 6 7 8 9 10 11 12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EHESS 출판사
인문사회·에세이

Raja-mandala : Le modèle royal en Inde

인문사회·에세이

라자만달라

승리를
겪어내는 일

인도의 궁정 사회

에마뉘엘 프랑시스
라파엘 루소
현대 민주 국가의 맥락
속에서 왕실이라는
상싱적 존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다룬다.

서양의 인식에서는 인도의 귀족 계급은 종종
시대에 어긋난 관행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인도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한 카스트 제도나
전통적인 힌두교 교리를 계속 이어간다. 인도의
왕족 개념의 본질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피려는
것이 이 책은 목적은 아니다. 왕족을 문명의
모델로 간주하는 궁정 사회와 그 일련의 관계와
관행 등을 다루는 책.
9782713228193 | 2020 | 336쪽 | 16x24 cm | 27.00 €

Subir la victoire :
Essor et chute de l’intelligentsia
libérale en Russie (1987-1993)

기욤 소베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와
냉전 종전 당시 러시아의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겪었을 혼란에 관하여.

러시아 자유주의
지식인의 흥망성쇠
(1987-1993)
정치 과학과 철학 사이의 교차 분석을 통해
영향력 있는 소비에트 지식인 그룹의 사상과,
그들이 아군 자유주의 지식인 동료들과 혹은
적군 민족주의자 및 공산주의 지식인들과
나눴던 논쟁을 소개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현대 러시아의 개념적, 정치적 기원과 민주적
전환의 실패를 재조명하고, 또한 소비에트
자유주의자들이 이른바 깨우친 개혁가들의
손에 권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함으로써
어떻게 자신들의 정치 프로젝트를 약화시키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9782713228216 | 2020 | 288쪽 | 14x21,5 cm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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