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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에서 기독교로
유
그리고 이슬람교로
고대 근동의 음악
통행인
고대 도시 팔미라
동방의 과학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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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트너
인문사회·에세이

Conversions des tribus juives
au christianisme puis à l'islam :
Péninsule Arabique VIe- XIVe siècles

인문사회·에세이

고대 근동의
음악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이슬람교로
장 프랑수아 포
기독교로의 개종은
고통스럽고 강요된
것이었으며, 이슬람으로의
개종은 선택적이고
배타적이었다.

La musique dans le Proche-Orient ancien

보편적인 언어인 음악은 인류만이 가진 속성
중 하나다. 이 책은 2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 고대 근동의 음악을 연구한다. 그 옛날,
아가데의 정통왕 사르곤의 딸은 공주이자 재능
있는 음악가이기도 했는데…

아라비아 반도
6-14세기

뤼시앵 장 보르
노래, 악기, 기쁨의
표현으로서의 춤,

5세기 말 이래 아라비아반도에 세워진 두 개의
거대한 아브라함 종교는 선교 경쟁과 정치
운동이라는 두 가지 지점에서 충돌했다. 525
년, 군사적으로 패배한 유대교는 처음에는
기독교라는, 다음에는 무슬림이라는 새로운
권력들에 의해 점차 종교성과 정체성의 후퇴를
겪는다.

종교의식으로서의 춤을
통해 고대 근동 문명을
이해한다.

9782705340483 | 2020 | 182쪽 | 14x20 cm |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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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705340018 | 2018 | 228쪽 | 16x24 cm | 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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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트너
인문사회·에세이

Le Passeur : Voyage initiatique
dans l'Orient chrétien du IVe siècle

인문사회·에세이

통행인

Palmyre transformations urbaines :
Développement d'une ville antique
de la marge aride syrienne

고대 도시
팔미라

4세기 동방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 관한 독창적이고 생생한 접근
방식으로, 오늘날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광란의 경제 전쟁과 비견되는 당시의 종교적
문제들에 관해 되짚어 보는 책.

시리아 사막에
건설된 도시

9782705338299 | 2010 | 160쪽 | 14,5x20 cm | 23.00 €

크리스티안 토르텔

마나르 아마드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의

아름다운 책이자, 하나의

잔재는 종교의 역사 속에서

도시에 관한 엄정한 분석을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가?

제공하는 책.

3 4 5

아름다운 장정의 이 책은 그 외관만으로도 수집용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대 시리아의 사막
중앙에 건설되었던 도시 팔미라의 경이로운
모습이 펼쳐치는 동시에 팔미라에 관한 엄정한
분석과 방법론적 성찰을 제공하는 책이다.
9782705338343 | 2010 | 180쪽 | 21x28 cm | 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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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트너
인문사회·에세이

Sciences et Savoir d'Orient :
Héritage et Transmission
de -3300 à +1500

동방의
과학과 지식
아메드 제바르
앙투안 카테르
수천 년 동안 동방에서
전해져온 지식을
집대성하다.

기원전 3300년에서
기원후 1500년으로
상속되다
지난 2세기 동안 수행되었던, 기원전 33세기부터
기원후 15세기 사이 근동에서의 과학 발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책이다.
9782705340636 | 2020 | 220쪽 | 14x20 cm | 26.00 €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