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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mmarion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2030

부활의 과학

암리타

꿈의 과학

아테네 403

마녀의 장작

제국 속의 제국

보통 사람들의 시간

빌어먹을 보들레르!

우산의 정리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입니까?

인간 본성

재앙을 멈춰라!

더러운 부르주아

인생 학교

페렌치 샨도르

녹색 식민주의의 발명

이제는 말해야겠어

유전자 오디세이

10억분의 1의 기회

플라마리옹
editions.flammarion.com

해외 저작권 Florence Giry : fgiry@flammarion.fr |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2021 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플라마리옹
2030

문학

문학

2030

암리타

그렉은 의붓형제 앙통의 지시로 살충제 관련
연구 결과를 위조한다. 하지만 환경 보호 운동에
열정적인 사촌 뤼시와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러나 뤼시가 그렉에게
베라라는 여자를 소개해준 뒤로 그의 세계관은
크게 흔들리는데…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과 인상적인 재능을
가진 여성 화가 암리타 셔 길은 1913년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나 파리, 피렌체, 라호르,
봄베이, 부다페스트를 오가며 보헤미안의 삶을
살았다. 유럽과 인도를 오가며 끊임 없이 작업을
한 끝에 그녀는 뛰어난 화가로서 점점 더 빛나는
명성을 쌓아갈 수 있었다. 뛰어난 작품으로 밝은
미래가 눈앞에 놓여 있었지만 28세에 갑자기
사망한 비범한 예술가의 비극적인 운명을
추적하는 책.

9782081473317 | 2020 | 224쪽
13x21 cm | 20.00 €

필립 지앙

Amrita

파트리샤 레즈니코브

어느 날 아침, 그렉은 '

암리타 셔 길은 20세기

머리띠를 두른 젊은 여성들'

전반 인도 회화의 역사를 쓴

의 투쟁에 대한 10년 전의

화가이다.

오래된 보고서를 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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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081511767 | 2020 | 384쪽
14x22 cm | 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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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인문사회·에세이

뱅상 아줄레
폴랭 이스마르
공동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
파괴되고, 해체되고, 다시
재건되는가.

Athènes 403

Comme un empire dans un empire

문학

아테네 403

제국 속의 제국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기원전 404년 아테네의
패배 이후, 30명의 아테네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민주 제도를 종식시켰다. 민주당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여러 번의 격렬한 다툼 끝에
기원전 403년 가을에야 화해할 수 있었다. 이
책은 10명의 독특한 인물들 각자의 운명을
다루는 다중적인 이야기로, 거류 외국인, 시민,
노예 등 독창적인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한다.
특히 저자는 소크라테스나 리시스트라테 같은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진 다양한 집단적
움직임을 재조명해냈다.

서른 살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정치적 참여에
바치기로 선택했다. 앙투안과 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미 두 사람은 불안한 상태다. 의회
비서로 일하는 앙투안은 점차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에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엘은
남자친구가 해킹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특히
엘은 그녀 자신도 감시받고 있음을, 심지어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데...

9782081334724 | 2020 | 464쪽
15x24 cm | 25.00 €

알리스 제니테르
그의 이름은 앙투안, 그녀는
엘이라고 불린다. 그는 의회
비서이고 그녀는 해커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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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081515437 | 2020 | 400쪽
14x22 cm |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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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Crénom Baudelaire !

문학

실용·자기계발·취미

빌어먹을
보들레르!

장 퇼레
작품은 눈부시지만 그
작자는 비호감이었다.

그 무엇도 존중하지 않으며 모든 관습과 인간을
무시하는 이 놀라운 개성의 남자는 머릿속을
점령한 아름다움을 시를 통해 전달하겠다는
야망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다.
그는 온갖 비열함과 숭고함을 그러모아 백 편의
시를 써서 인류의 면전에다 던져버렸다. 그렇게,
100편의 <악의 꽃>은 프랑스 시문학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놓는다.
미알레 바로 | 9782080208842 | 2020
432쪽 | 13x20 cm | 21.00 €

Dialogue avec les signes du zodiaque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입니까?
엘카 파라오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충실하고
독창적인 별자리 가이드.

양자리는 어떤 식으로 말할까? 게자리는 가족
관계가 어떨까? 쌍둥이자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사자자리가 잘 걸리는 질병은?
천칭자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물병자리에서 우정은 무엇을 의미하나?
염소자리가 별자리 중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가 각각의 별자리마다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별자리
가이드북. 저자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가 내면의 깊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피그말리옹 | 9782756432779 | 2020
576쪽 | 14x22 cm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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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인문사회·에세이

마르크 퐁트카브
마침내 인간에게 존중받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지구를 상상하라.

Halte au catastrophisme !

인문사회·에세이

L'école de la vie

재앙을 멈춰라!

인생 학교

그레타 툰베리와 몇몇 NGO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다며 프랑스를
비난했을 때, 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에 대한
프랑스의 참여라는 문제는 과학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었다. 이 책은 불가피한 붕괴를
예측하는 붕괴론자의 주장과 허위 정보들에
맞서, 잘 통제된 에너지 생산이라는 합리적
낙관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재의 풍부한 기술
혁신을 조명한다. 지구온난화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과학의 가능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책.

학교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곳이다.
성적인 의미로서가 아닌 다른 의미로 정신적,
육체적인 매력을 키워가는 곳이다. 설사 약간
별로인 선생님에게 배운다 하더라도, 어쨌든
항상 무언가를 배울 가능성이 있다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소이다. 공부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학교는 적어도 한
가지에는 쓸모가 있다.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배움에 관한 열정적인 지지자인
저자가 쓴 이 책은 지금껏 당신이 학교에 대해
읽어왔던 글들과는 다르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님을 슬퍼하게 될 것이다.

9782080207371 | 2020 | 224쪽
13x21 cm | 19.00 €

막심 로베르
우리는 학교에서 상호
작용의 기술을 배운다.

9782081504295 | 2020 | 288쪽
13x21 cm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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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인문사회·에세이

L'Invention du colonialisme vert

인문사회·에세이

녹색
식민주의의
발명
기욤 블랑
서양에서 자연이 사라질
수록 우리는 아프리카의
자연을 꿈꾼다. 파괴를
보상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구하고 싶었던 서구의 욕망,
그 결과는…

아프리카는 원시림, 사바나, 오아시스, 사자,
코끼리, 기린, 코뿔소 등 강렬하고 환상적인
자연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상상
속의 아프리카는 단 한 번도 존재했던 적이 없다.
이 책은 우리에게 유네스코와 WWF가 펼쳐온
활동의 진실에 대해 눈을 뜨라고 촉구한다.
아프리카의 350개 국립공원에서 적어도 백만
명 이상의 주민이 추방되었다. 인구의 강제
이동, 벌금형, 구금, 지역사회 붕괴, 구타, 강간,
살인까지..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시각이 불러온 파국적 결과물이다.

L'Odyssée des gènes

유전자
오디세이

에블린 헤이어
DNA를 통해 인류의
이야기를 들려 주는 책.

9782081504394 | 2020 | 352 pages
13x21 cm | 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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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조들은 700만년 전에 직립하기 시작했고,
놀랄만치 널리 이동해 지구를 점령했다.
선조들의 이동과 이종 교배는 우리 유전자에
은밀한 흔적을 남겼다. 저자는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 같은 멸종된 종들이 살던 침대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최초의
농부들을 소개하며 인간의 기원을 탐험한다.
칭기스칸, 아프리카의 노예, 아슈케나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대서사시가 펼쳐진다.
9782081428225 | 2020 | 388쪽
16x22 cm | 2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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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과학·기술·의학

스테판 샤르피에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La science de la résurrection

과학·기술·의학

La science des rêves

부활의 과학

꿈의 과학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갈 때 우리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을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할 수 있는가? 저자는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갈바니, 프랑스의 외과
의사 뒤퓌트랑, 나폴레옹의 의사였던 라레이
등의 놀라운 저작들을 참고하며 죽음의 경계를
탐험한다. '소생의 물결'이라는 신비한 현상부터,
해당 주제와 관련한 의학 분야의 최신 혁신을
소개하는 책이다.

신경 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 덕분에 꿈을
해석하는 지식의 폭은 훨씬 넓어졌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밤새 꾼 꿈을 기억하는 테크닉과,
자각몽을 통해 꿈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9782081503335 | 2020 | 368쪽
14x22 cm | 22.90 €

9782081499621 | 2020 | 272쪽
15x21 cm | 19.90 €

기욤 자크몽
꿈을 기억하는 테크닉 등,
꿈의 해석을 위한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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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인문사회·에세이

Le bûcher des sorcières :
Les plus grands procès de sorcellerie
de l’histoire décryptés

인문사회·에세이

보통
사람들의 시간

마녀의 장작

역사 속의 마녀재판

도미니크 라바리에르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마녀재판 사건들을
해석한다.

이 책은 킬케니의 재판에서 살렘의 마녀, 루덩,
트리어의 마녀사냥 등 요술적인 것을 둘러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고, 당시 2~3세기
동안 마녀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이었던 히스테리 혹은 광신주의의
분위기를 복원한다.
피그말리옹 | 9782756425801 | 2020
200쪽 | 15x24 cm | 19.90 €

Le temps des gens ordinaires

크리스토프 길루이
보통 사람들이 그림자에서
나와 빛을 받기 시작하고,
대중문화는 이제 문화의
전방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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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프랑스는 정치적 · 사회적 위기를
겪어왔다. 더욱이 프랑스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중 보건 위기를 겪으며 중심부와 주변부,
엘리트와 보통 사람들, 세계화와 분열, 젊은이와
노년층 등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는 나라의
모습을 목도했다. 프랑스는 이로부터 교훈을
끌어내고 이후의 세상을 건설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리학자이자 저술가인 저자는 최근
다시 한번 학자들의 연구 주제로 부상했으며
선거 마케팅의 주요 목표가 되었던 노동자
계급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
9782081512290 | 2020 | 208쪽
13x21 cm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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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과학·기술·의학

Le théorème du parapluie :
ou L'art d'observer le monde
dans le bon sens

Nature humaine

문학

인간 본성

우산의 정리

1999년. 폭풍에 잠긴 프랑스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맞이한 것 같아 보인다. 롯에 있는 농장에
은둔한 알렉상드르는 경찰이 그를 체포하러
올 날만 기다린다. 누구의 잘못인가? 지구를
망가뜨린 '세계화'? 혹은 정치적 격변을 일으킨
시대의 탓인가? 체르노빌? 광우병? 그것도
아니면, 아름다운 콩스탕스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할 알렉상드르 본인의 잘못인가?

또는 세상을 제대로
관찰하는 기술

미카엘 로네
더 이상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파리의 인구 구성이 뉴욕보다는 오히려 12
명의 주민이 사는 마음과 비슷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수학은 종종 비실용적이며
심지어 일상생활에 쓸모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겉보기에는 진부해 보이는 관찰을 통해서였다.
세상은 유용한 것과 쓸모없는 것의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는다. 쓸모없는 일을 통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이 진보해 왔는가?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지적이거나 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영리함이 우선이다.

세르주 종쿠르
인간과 자연의 결별에
관한, 전원적인 삶의 종말에
관한 소설.

9782081427525 | 2019 | 304쪽
15x24 cm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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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OUT MORE

> 2020 페미나상
9782081433489 | 2020 | 400쪽
14x22 cm |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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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Sale bourge

문학

인문사회·에세이

더러운
부르주아

니콜라 로디에
폭력 속에 자란 피에르는
고스란히 폭력 남편이
되었다.

페렌치 샨도르

아내에게 가정 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피에르는
경찰서에서 하루를 보낸다. 피에르는 어린
시절 받았던 '좋은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확신과 그
권리가 모든 종류의 폭력을 승인했던 특권층
대가족의 장남이었다. 피에르는 명령과 구타에
저항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지금 피에르의
모습은 어떠한가?
9782081511514 | 2020 | 224쪽
14x21 cm | 17.00 €

Sandor Ferenczi

브누아 페터스
초창기 정신분석학의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 한 명이자
뛰어난 이론가였던 페렌치
샨도르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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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렌치 샨도르는 부자관계의 부침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스러워했다. 게다가 샨도르와 애인
기젤라, 그녀의 딸 엘마 사이의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다. 페렌치 샨도르는 기젤라와 엘마에게 직접
정신분석을 수행하다 엘마와 사랑에 빠진 후,
엘마를 프로이트에게 보내 치료를 계속하도록
한다. 이 책은 학술 논문이나 전기가 아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한 우정에 관한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9782081347274 | 2020 | 384쪽
15x21 cm | 2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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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마리옹
Se le dire enfin

문학

아녜스 르디그
숲 속에서 자신이 떠난
이유를 찾던 에두아르는
결국 삶의 이유를 찾게
된다.

Une chance sur un milliard

문학

이제는
말해야겠어

10억분의
1의 기회

반 기차역의 플랫폼, 50대의 에두아르는
아내도 일도 버리고 노년의 영국 여성 소설가를
따라 브로셀리앙드 숲 깊은 곳에 있는 숙소로
들어간다. 그는 자연, 고독, 그리고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숲속 이웃들과의 만남을 통해 점차
자신의 정돈되었던 삶에 일어난 격변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그는 30년 넘게 숨겨온 엘리즈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데... 브르타뉴의 상징적인
지역 브로셀리앙드 숲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위대한 소설은 섬세한 감정과 원숙한 문학성을
선사한다.

"그것이 운명임을 깨달았을 때, 나는 열한
살이었다." 이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설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이제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더는 길을 헤매지 않겠다. 그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힘차게 세상 속으로 던지자. 시간을 다시
맞추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처럼 말하고,
실행하고, 희망하고, 사랑하고, 자유로워지라.

질 르가르디니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할 때.

9782081457966 | 2020 | 432쪽
14x22 cm | 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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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081495999 | 2020 | 432 pages
14,7x22,2 cm | 2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