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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야르
인문사회·에세이

Charles IV

인문사회·에세이

카렐 4세

피에르 모네
다양한 언어와 문화
지식을 갖추었던 유럽의
황제 카렐 4세 이야기.

카렐 4세(1316-1378)는 페스트, 백년 전쟁 등
대위기의 시대였던 14세기의 왕이자 황제였다.
룩셈부르크의 유럽 왕족 출신인 카렐 4세는
프라하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자랐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청년 병사였다가, 보헤미아의
젊은 왕이 되고, 독일의 통치자이었다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된다. 체코어,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이탈리아어를 말하고 읽을
줄 알았던 유럽인 카렐 4세는 또한 1356년 '
금인칙서'를 탄생시킨 황제이기도 하다.
9782213699233 | 2020 | 404쪽
15,3x23,5 cm | 24.00 €

Cochons. Voyage aux pays du vivant

돼지, 생명체의
단결을
도모하다
에릭 오르세나
인간과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동물들. 그들이 직면한
위험은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

지구에 사는 생명체는 인간만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생명체들과 지구를 공유한다. 지구
생명체의 단결을 향한 여행을 떠나보자. 우리는
먼저 인간과 매우 가까우면서도 세계화의
폐해를 상징하는 동물 돼지를 만나게 된다.
돼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였다. 우리는 돼지의
고기를 좋아하고, 돼지의 신체를 이용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돼지는 공장식 사육, 동물 학대, 오염
등 모든 종류의 현대 사회의 폐해와 밀접한
동물이며, 전염병의 매개자가 되기도 한다.
돼지뿐인가. 몸속에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낙타, 오리, 문어, 박쥐, 천산갑...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것은 없다. 이제 그들을
만나러 떠나보자.
9782213712871 | 2020 | 414쪽
13x20 cm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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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야르
Et puis mourir

문학

Et que ne durent que les moments doux

문학

그리고
죽는다

장 뤽 비지앙
사회 정의와 개인적인
복수가 뒤섞인 스릴러.

프랑스의 모든 경찰 인력이 노란 조끼 시위에
동원된 3주 동안 파리의 부유한 지역에서는
다수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회 정의에
대한 의지가 부자들에 대한 복수로까지 이어진
한 미친놈의 소행이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장
이브 사령관의 생각은 달랐다. 이제 그는 부하
파트리쥬 대위와 함께 촌각을 다투는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9782213717272 | 2020 | 342쪽
13,6x21,6 cm | 18.00 €

그리고 달콤한
순간만이
지속된다는 걸
비르지니 그리말디
인생이 바뀌는 순간들과
운명을 흔들어 놓는 만남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

한 여자는 방금 너무 이른 조산으로 딸을
낳았다. 다른 여자는 성장한 아이들이 자신의
둥지를 떠나는 모습을 본다. 첫 번째 여자는
이제 24시간을 엄마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두 번째 여자는 은퇴한 엄마로 사는 법을 배울
시간이다. 유머로 가득한 동시에 여성들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낸 비르지니 그리말디의
소설은 등장인물들의 기쁨, 불안, 기억, 꿈,
희망을 공유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9782213709840 | 2020 | 360쪽
15,3x23,5 cm |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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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야르
인문사회·에세이

Journal de guerre écologique

실용·자기계발·취미

환경 전쟁
일지

위고 클레망
지구가 처한 심각한 상태를
인식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이야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흘러넘치는 인도네시아의
시골 마을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획하는
밀렵꾼이 득실대는 멕시코를 지나,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는 북극 빙하에 이르기까지, 기자는
전투복을 입고 위험한 장소를 누볐다. 미래의
세상을 상상하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알람과도
같은 책이다.
9782213717036 | 2020 | 216쪽
13,5x21,5 cm | 18.00 €

L'Eco-anxiété : Vivre sereinement
dans un monde abimé

환경 불안

파괴된 세상에서
평안을 되찾는 법

알리스 데비욜
환경 파괴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는 구경꾼에서 벗어나
시대의 쟁점인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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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불안 또는 솔라스탈지아는 익숙했던
환경이 파괴되는 현상으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뜻한다. 환경 보건의
알리스 데비욜은 이러한 환경 불안의 심라적,
사회적, 문화적 메커니즘을 밝히고, 현대 문명의
폐혜에 관한 국제적인 현황 보고를 제공한다.
또한 독자가 현 상황 속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열쇠를 제안하는 책이다.
9782213717203 | 2020 | 240쪽
13,5x21,5 cm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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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야르
인문사회·에세이

L'Economie de la vie

인문사회·에세이

삶의 경제학

자크 아탈리
자크 아탈리가 전염병에

복잡한 주제를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진 자크 아탈리의
신간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그의
관점과 미래에 대한 제안을 공유하는 책이다.
자크 아탈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전염병 사태가 하나의 작은 결함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환경, 문화 및
학습에 방점을 둔 '삶의 경제학'이 필요하다.
9782213717524 | 2020 | 252쪽
13,5x21,5 cm | 18.00 €

L'Homme, la faune sauvage et la peste

인간,
야생 동물
그리고 전염병
세르주 모랑
야생의 자연과 공존하고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하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되찾을 때가 왔다.

제안을 공유한다.

지난 30년 동안 세르주 모랑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모든 것을 만들어 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왔다. 서구 문명에 환멸을 느낀
그는 동남아시아로 이주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은 동남아시아까지 덮쳐왔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서구 세계의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들 국가는 저마다 삼림 벌채와 공장식 축산을
둘러싼 피 흘리는 경쟁에 착수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게 된 원인이다.
9782213706009 | 2020 | 352쪽
15,3x23,5 cm | 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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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야르
L'Ile de Jacob

문학

인문사회·에세이

자콥의 성

도로테 자냉
시대의 분위기를 그려낸
사회적이고 강렬한 소설.

가까운 미래, 화자는 십 대 시절을 함께 보냈던
자콥이라는 친구와 재회하면서 그와 관련된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든다. 둘은 당시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구금
센터로 사용되었던 크리스마스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다. 자콥이 구치소에서 한 여성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화자는 파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의 결백도 끝이나게
되는데…
9782213713168 | 2020 | 208쪽
15,3x23,5 cm | 18.00 €

Le Bonheur, sa dent douce à la mort

행복,
그 기쁨과
고통
바르바라 카생
동시대 철학과 단어들을
향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강력한
힘에 대한 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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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바르바라 카생은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으로 선출된다. 여성으로서는 9번째였다.
이 책은 그녀의 철학적 자서전으로, 철학자이자
어원학자인 바르바라 카생 자신의 생애 경험과
관련된 특정 단어들이 그녀의 지적 생활과
성장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삶의 일화들을 소개한다.
9782213713090 | 2020 | 252쪽
13,5x21,5 cm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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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야르
인문사회·에세이

장 크리스토프 브리자르
전쟁의 시대의 베를린으로
독자를 초대한다.

Le Livre d'or d'Hitler

인문사회·에세이

Le Magasin du monde

히틀러의
방명록

역사를
팝니다

저자는 히틀러의 죽음과 증거물에 개입한
스탈린의 경찰에 관해 조사하던 중 숨겨져
있던 히틀러의 방명록을 발견했다. 이 엄청난
문서를 소비에트의 비밀 기관 및 외교 소식통의
보고서들과 교차 분석함으로써,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양심과 싸워야만 했던 히틀러의
초대손님들의 운명을 추적한다. 그들 대부분은
비겁했지만, 어떤 이들은 영웅 같은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18세기 이래 의류, 도구, 액세서리, 악기 등
다양한 물건들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물류 필요량이 증가하면서 물류의
유통에도 혁명을 가져왔다. 3세기에 걸친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살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다양한 방식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여기, 90명 가까운 역사학자들이
물건을 통해 세계 역사를 바라보려는 도전을
받아들였다. 이 책은 우리의 가장 친밀한 일상을
조명하는 동시에 세계화와 그 한계를 색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흥미로운 유물
가게와도 같다.

9782213712802 | 2020 | 336쪽
15,4x23,5 cm | 22.50 €

피에르 생가라벨루
실뱅 브네르
역사를 파는 유물 가게로
떠나는 독특한 독서 여행.

9782213716787 | 2020 | 464쪽
15,3x23,5 cm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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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야르
인문사회·에세이

Le Monde après mon grand-père

Le Sourire de l'aube

문학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세상

셀린 쿠스토
셀린 쿠스토는 우리를
아마존에서 파타고니아로,
육지에서 바다로 쉴 새 없이

셀린 쿠스토는 오늘 할아버지에게서 횃불을
물려받았다. 그녀는 9살 때 칼립소를 타고
아마존 원정에 참여했다. 쿠스토는 아마존
정글의 남자들로부터 필수적인 교훈을 배웠다.
생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기억하라는 것. 그녀는 성인이 되어 아마존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자신을 재충전하고,
한편으로는 점점 진행되는 숲의 멸종을 두
눈으로 목격한다.
9782213717258 | 2020 | 192쪽
13,5x21,8 cm | 18.00 €

여명의 미소
카미유는 파리 노트르담 근처 작은 아파트의
다락방에 산다. 죽음 가까이까지 갔던 한 사건을
겪은 후 카미유는 딸 페를과 함께 다시 삶을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순간의 달콤함을 즐기고,
모르는 이가 주는 꽃의 향기를 즐기는 법을.
게다가 아파트 아래층에는 카미유에게 크고
작은 삶의 비밀과 단순함의 길과 현재의 행복을
가르쳐줄 한 노인이 살고 있는데…

블랑슈 드 리슈몽
삶을 잃게 되리라
생각했던 카미유는 삶을
재발견하게 된다.

데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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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213717227 | 2020 | 208쪽
12,5x19,2 cm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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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야르
인문사회·에세이

Libres et égaux en voix

Né sous une bonne étoile

문학

자유롭고
평등한 목소리

쥘리아 카제
민주 선거 제도를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저자는 대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너무
오랫동안 목소리와 발언 장소를 박탈당한
사람들, 즉 여성, 사회적 약자, 노동자,
이민자에게 목소리와 발언권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 다음 대의 민주주의와 국민 투표의 합리적
사용 사이에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정당과 미디어 및 자선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9782213717500 | 2020 | 272쪽
13,5x21,5 cm | 19.00 €

행운의 별
아래 태어난
아이
오렐리 발로뉴
인생에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다. 때로는 그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학교에는 착한 학생들이 많고, 그중에는
귀스타브도 있다. 귀스타브는 괜찮은 성적표를
어머니에게 가져가기도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부모 소환장을 더 많이 가져간다. 사실
귀스타브는 숙제하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항상 일등을 하는
새침한 누나 조제핀과 달리 귀스타브의 결과는
그리 좋지 않다.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
의기소침해진 귀스타브. 하지만 우연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도 하는데... 유머와 감성으로
가득한 유쾌한 소설.
마자린 | 9782863744826 | 2020
342쪽 | 13,7x21,5 cm | 1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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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야르
Sauve-la

문학

Tout va me manquer

문학

그녀를 구하라

실뱅 포르주
우리 삶에 침입한 디지털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얼마나

결혼을 앞둔 알렉시스 르파주는 젊은 시절
연인이었던 클라라의 전화 메시지를 받는다.
클라라는 자신의 딸을 찾는 일을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알렉시스는 망설인다. 어째서
클라라는 알렉시스를 직접 만나려하지 않는
걸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클라라의 딸을 찾기 시작한 알렉시스는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던 클라라와의 지난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지옥으로
이끌리는데... 사랑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악몽도
그러하다.
9782213717234 | 2020 | 400쪽
13,6x21,6 cm | 17.00 €

이 모든 것이
그리워질 거야

쥘리에트 아당
젊은이들의 낭만적인
러브 스토리의 전형성을
거부하는 놀라운 소설.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스릴러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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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의 클로에와 에티엔, 운명에 의해
저주받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평범한 작은
마을에 사는 두 사람은 우연히 자주 마주치게
된다. 가족이 운영하는 장난감 가게에서 일하는
에티엔은 수줍음 많고 삶을 버거워한다. 에너지
넘치는 반항아 클로에는 항상 분노에 차 있고,
가끔은 폭력적이기도 한 복잡한 인물이다. 이런
두 사람의 만남은 각자의 삶에 폭발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놀라우리만치 재능 있는 19세
작가의 데뷔 소설.
9782213717449 | 2020 | 270쪽
13,5x21,7 cm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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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야르
인문사회·에세이

Vivre ! dans un monde imprévisible

Yougoslave

문학

예측 불가능의
세상에서 잘
사는 법
프레데릭 르누아르
현재를 사는 방법에 대한
철학적인 가이드.

성공적인 철학자 프레데릭 르누아르는 예측
불가능의 세상에서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최근 발생한 전염병 사태로
인해 우리는 끊임 없이 변화하고 변이하는
불안한 현실을 목도했다. 그러나 안전하다는
느낌과 평안을 되찾을 방법이 있다.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들에게 기대는 것. 지나간 삶을
슬퍼하는 대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우리 자신은 물론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다.

유고슬라비아
200년 동안의 유럽 역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소설은 작가 자신의 친가 쪽 가족들의
삶과 그들이 동유럽에서 프랑스로 서서히,
그러나 고통스럽게 이주해갔던 역사를 그려낸
초상화이다. 가족이 정착한 프랑스에서 1958
년에 태어난 저자는 구 유고슬라비아와 밀접하게
연결된 가족 사가를 통해 역사가 소위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분석한다.

티에리 뱅스탱젤
유럽이라는 개념에
대한 반성.

9782213717609 | 2020 | 144쪽
12,5x19,2 cm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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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213717050 | 2020 | 560쪽
15,5x23,8 cm | 24.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