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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코이날코

  버마(미얀마)    버마(미얀마)  
2010-20172010-2017

  키프로스 : 공동체   키프로스 : 공동체 
분쟁 해결에 대한 분쟁 해결에 대한 
희망희망

  밤바라어 수업  밤바라어 수업

  로마에서 뤼벡,   로마에서 뤼벡, 
단치히까지단치히까지

  에밀 피콧, 루마니아   에밀 피콧, 루마니아 
왕자 비서관: 왕자 비서관: 
부쿠레슈티에서 보낸 부쿠레슈티에서 보낸 
서신 (1866-1867)서신 (1866-1867)

  역사지리학    역사지리학  
백과사전: 아프리카, 백과사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아시아  
(제1권, 제2권)(제1권, 제2권)

  국제연맹의 전문성  국제연맹의 전문성

  동아시아의 귀신    동아시아의 귀신  
(제1권)(제1권)

  동아시아의 귀신    동아시아의 귀신  
(제2권)(제2권)

  그리스 협력자들의    그리스 협력자들의  
시련의 역사  시련의 역사  
(1944-1949)(1944-1949)

  종, 대패, 괭이  종, 대패, 괭이

  터키어 동사 활용법  터키어 동사 활용법

  자연어의    자연어의  
실존적 서술실존적 서술

  조상은 어떻게    조상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만들어 졌는가

  동방의 프랑스    동방의 프랑스  
병사들 (1915-1918)병사들 (1915-1918)

  사랑의 제도:    사랑의 제도:  
법정, 사랑, 결혼법정, 사랑, 결혼

  놓쳐서는 안 될    놓쳐서는 안 될  
히브리 시히브리 시

  여성의 무장 투쟁  여성의 무장 투쟁

  중부·동부 유럽 및   중부·동부 유럽 및 
유라시아 29개국의  유라시아 29개국의  
2019년 성과표2019년 성과표

  크레타의    크레타의  
베니스베니스

www.inalc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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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manie (Myanmar) 2010-2017 :  
un pays en transition ?

버마(미얀마) 버마(미얀마) 
2010-20172010-2017
2011년, 미얀마는 군사적으로 억압받고 있었다.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일어난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를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책으로, 
인류학자, 지리학자, 역사학자들이 미얀마의 
사회, 정치 변화를 설명하고 국제적 관점은 물론 
미얀마 내부의 관점에서 미얀마의 개혁 과정 및 
불교 민족주의의 부상, 공동체 간 갈등, 로힝야족 
학살 등의 주제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하는 
작품이다.

9782858313648 | 2020 | 150쪽 | 16x24 cm | 20.00 €

 Chypre : les espoirs du rapprochement 
communautaire

키프로스 : 키프로스 : 
공동체 분쟁 공동체 분쟁 
해결에 대한 해결에 대한 
희망희망
정상회담에서 타협에 실패한 이후 섬이 
분할되었으나, 키프로스 섬의 다수를 차지하던 
공동체인 그리스 공동체와 터키 공동체는 각자의 
정체성 논리를 점진적으로 수정해야만 했다. 
아직은 무너지기 쉬운 화해라는 형태였지만, 
특정 정치 연설이나 시민 사회 내부에서 화합의 
정신이 공공연히 표출되기도 했다. 키프로스 
주민들이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단단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준 내부적 신뢰가 
탄생한 계기가 된 것이다.

9782858312818 | 2018 | 322쪽 | 16x24 cm | 30.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알렉상드르 라피에르

그리스와 터키 공동체가 
대립했던 키프로스 섬의 
분쟁, 그리고 정체성 논리의 
수정.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오로르 캉디에

미얀마의 불교 민족주의 
부상과 공동체 간 갈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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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 de grammaire Bambara

밤바라어  밤바라어  
수업수업
밤바라어는 식민지 이전에 왕국이 존재하던 
세구와 카흐타에서 동부 말리 방언을 기반으로 
형성된 언어이다. 민족의 이름은 '바마나' 
였으며, 언어는 '바마나칸'이라 불렸다. 한국 및 
다수의 나라에서는 이를 '밤바라어'라 칭한다. 
밤바라어의 실용적인 교과서와 문법 참고서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책으로, 증강 현실 앱을 
통해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며 학습할 수 있다.

9782858313075 | 2019 | 596쪽 | 16x24 cm | 30.00 €

 De Rome à Lubeck et Dantzig

로마에서 뤼벡, 로마에서 뤼벡, 
단치히까지단치히까지
도시 유산 정책은 1945년 이래로 꾸준히 
발전해왔다. 연구자, 미술사학자, 지리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들이 1945년 이후 유럽 
도시들의 문화유산 개발 정책과 과정을 탐구해낸 
책이다. 독일의 뤼벡, 폴란드의 그단스크와 
브로츠와프, 로마 등 다양한 시대 속 수많은 
역사적인 도시 이야기가 담겨 있다.

9782858313235 | 2019 | 150쪽 | 16x24 cm | 25.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마리 루이즈 플뤼 카플랑
도미니크 리비에르

1945년 이후 유럽 여러 
도시에서의 유산 개발 
정책과 과정.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발랑탱 뷔드랭

증강 현실 앱을 통해 
원어민의 발음을 들을 수 
있는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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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mile Picot, Secrétaire du prince  
de Roumanie - Correspondance  
de Bucarest (1866-1867)

에밀 피콧, 루마니아 에밀 피콧, 루마니아 
왕자 비서관: 왕자 비서관: 
부쿠레슈티에서 부쿠레슈티에서 
보낸 서신  보낸 서신  
(1866-1867)(1866-1867)
에밀 피콧은 1875년부터 1909년까지 
동양어학부의 첫 루마니아어 교수였다. 
호엔촐레른의 카롤 왕자가 루마니아 공국의 
왕좌에 오르자 피콧은 그의 프랑스인 비서관이 
된다. 피콧이 수행하던 임무의 진행 상황이 
드러난 사적인 편지를 통해 당시 루마니아의 
정치적, 문화적 생활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의 
동유럽의 문제들에 프랑스가 개입했던 정황을 
알 수 있다.

9782858313402 | 2020 | 280쪽 | 16x24 cm | 22.00 €

 Encyclopédie des historiographies. 
Afriques, Amériques, Asies (Tomes 1 et 2)

역사지리학 역사지리학 
백과사전: 아프리카, 백과사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아시아  
(제1권, 제2권)(제1권, 제2권)
157명의 전문가가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기념비적인 측면에서 인류가 과거를 기록해온 
방식을 해석하며 온 세상을 탐험한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대륙을 
넘나들며 다양한 시대의 역사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백과사전으로, 전통적인 인식론적 
접근을 보완할 수 있는 탈 서구중심주의적인 
성찰을 촉구한다. 넓은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에의 초대장.

9782858313440 | 2020 | 1 012쪽 | 16x24 cm | 160.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안 비기에
에릭 메이에르
나탈리 쿠아메

현대 사회는 과거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나간 시간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를 쓰는가?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세실 폴슈바일러

에밀 피콧은 루마니아 
왕좌에 오른 카롤 왕자의 
프랑스인 비서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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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ts et expertise  
dans les mandats de la Société  
des Nations : figures, champs et outils

국제연맹의 국제연맹의 
전문성전문성
경험적 지식과 추상적이고 법칙 정립적인 지식 
사이, 연구와 권력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한 
국제연맹은 국제 표준의 세계적 보급이라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모여드는 중심점이 되었다. 
다양한 규모로 얽혀 있는 구조의 '연결된 세상' 
속에서 국가 간의 개방적이고 절차적인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의 국제연맹의 출현을 연구한 
책으로, 국제연맹이라는 기관의 전문성의 
표준과 전문가들에게 부여된 미래 과제를 
조명한다.

9782858313464 | 2020 | 374쪽 | 16x24 cm | 25.00 €

 Fantômes dans l'extrême orient d'hier  
et d'aujourd'hui (Tome 1)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의 
귀신 (제1권)귀신 (제1권)
전통적으로 중국 문화에서 악마, 유령, 귀신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며, 오늘날까지도 중국 
사회를 떠돌며 공포감을 주는 존재다. 중세 불교 
계통학, 근대 이전의 윤리서들, 문학 작품과 지역 
연구서, 중국 및 일본의 철학 논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동아시아의 귀신이라는 존재의 
윤곽을 그려낸 책.

9782858312610 | 2017 | 563쪽 | 16x24 cm | 45.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마리 로레이야르
뱅상 뒤랑 다스테

악마, 유령, 귀신은 
오늘날까지도 중국 사회를 
떠돌며 공포감을 주는 
존재다.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샹탈 베르데이
필립 부르모
노리그 느뵈

경험적 지식과 추상적 지식 
사이, 연구와 권력 사이에서 
발휘되는 전문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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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tômes dans l'extrême orient d'hier  
et d'aujourd'hui (Tome 2)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의 
귀신 (제2권)귀신 (제2권)
전통적으로 중국 문화에서 악마, 유령, 귀신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며, 오늘날까지도 중국 
사회를 떠돌며 공포감을 주는 존재다. 중세 불교 
계통학, 근대 이전의 윤리서들, 문학 작품과 지역 
연구서, 중국 및 일본의 철학 논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동아시아의 귀신이라는 존재의 
윤곽을 그려낸 책.

9782858312504 | 2017 | 453쪽 | 16x24 cm | 40.00 €

 L'histoire des procès  
des collaborateurs en Grèce (1944-1949)

그리스 그리스 
협력자들의 협력자들의 
시련의 역사 시련의 역사 
(1944-1949)(1944-1949)
그리스와 유럽을 뒤흔든 사건들과 당파적 
논리(민족주의자, 왕실 주의자, 반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에 면밀히 접근하는 책이다. 남북 
전쟁과 냉전 등, 분쟁 생성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전쟁의 시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아테네 협력자들에 대한 전후 특별 재판 등의 
사건을 분석했디.

9782858312597 | 2017 | 446쪽 | 16x24 cm | 38.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디미트리 쿠수리

제2차 세계대전 말미 
그리스 협력자들을 
재판하는 과정.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마리 로레이야르
뱅상 뒤랑 다스테

악마, 유령, 귀신은 
오늘날까지도 중국 사회를 
떠돌며 공포감을 주는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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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cloche, le rabot et la houe

종, 대패, 괭이종, 대패, 괭이
18세기 초, 정착한 지 100년째 되던 파라과이의 
예수회 선교단은 어느새 황금기에 접어들어 
10만 명 이상의 과라니족이 거주하는 거대한 
집단이 되어 있었다. 이 책은 당시 농장이나 공예 
작업장에서 일하던 과라니족의 일상적인 하루를 
재구성해 보여줌으로써 당시 과라니족과 예수회 
선교단 사이의 독특한 관행과 정치 사회적 
관계를 재조명하는 작품이다.

9782858313525 | 2020 | 238쪽 | 16x24 cm | 25.00 €

 La conjugaison des verbes turcs

터키어 동사 터키어 동사 
활용법활용법
이 참고서는 터키어 동사 활용법의 논리를 
이해시킴으로써 외국어로서의 터키어 
학습을 쉽게 만들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터키어에서는 접미사, 시제, 주어, 부정형 등의 
부가적인 요소들이 동사를 둘러싸고 동사라는 
핵을 완성시킨다는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사의 시제 및 변형 규칙, 요약표가 
포함된 터키어 동사 활용 연습 가이드.

9782858313204 | 2019 | 179쪽 | 16x24 cm | 20.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이펙 오르테르 몽타나리

터키어 동사의 활용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미카엘 오랑탱

농장이나 공예 작업장에서 
일하던 일상적인 하루를 
재구성하며 당시의 
과라니족과 예수회의 
관계를 그려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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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prédication existentielle  
dans les langues naturelles : valeurs  
et repérages, structures et modalités

자연어의 자연어의 
실존적 서술실존적 서술
실존적 구성은 각 언어의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며, 
그러므로 보편성을 획득한다. 실존적 서술은 
하나의 용어를 다른 용어와 관련하여 구분하는 
방식으로, 특정 존재의 표식자를 사용함으로써 
명제 구성 요소의 비정규적 표식을 비교하게 
된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바라보는 이론적 접근 
방식인 실존적 서술은 세계의 다양한 언어에서 
이뤄지는 언어학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

9782858313624 | 2020 | 218쪽 | 16x24 cm | 20.00 €

 Le façonnement des ancêtres,  
dimensions sociales, rituelles  
et politiques de l'ancestralité

조상은 어떻게 조상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만들어 졌는가
개인의 운명과 역사적 사건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이해관계는 
인간 자신의 쇄신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족지학 
연구에 의하면 서로 다른 사회에서 망자를 
모시는 법은 다양하다. 이 책이 제기하고 해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은 "조상이란 무엇인가?"
라기 보다는 "조상과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중요해지고 의미있어졌는가?"라고 할 수 있다.

9782858312962 | 2019 | 338쪽 | 16x24 cm | 30.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소피 샤브 다르토엔
스테파니 롤랑 트라이나

다양한 사회에서의 조상의 
사회적, 의식적, 정치적 
차원에 관한 민족지학.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타티아나 보티노

다양한 언어에서 연구된 
실존적 서술을 다루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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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désorientés Soldats français 
d'orient (1915-1918)

동방의  동방의  
프랑스 병사들 프랑스 병사들 
(1915-1918)(1915-1918)
1915년, 8만 명이 넘는 프랑스 병사가 다르다넬스 
해협으로 파견되었다. 정부는 주저했었고 
병사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 염려하며 떠난다. 
그리고 다르다넬스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 동방,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단어들이 병사들의 문학적 
영감을 자극했다. 당시 프랑스에서 검열되어 
아무도 알지 못했고 언론도 침묵하던 병사들의 
서신이 공개된다.

9782858313006 | 2019 | 295쪽 | 16x24 cm | 30.00 €

 Les institutions de l'amour :  
cour, amour, mariage

사랑의 제도: 사랑의 제도: 
법정, 사랑, 법정, 사랑, 
결혼결혼
전통 사회에도 사랑이란 것이 있었을까? 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네팔, 인도)와 인도양의 다양한 
사회에서는 서구적 관습에서 영감을 받은 
개인적인 애정 표현과 전통적 사회 규범 사이의 
타협안이 탄생했다. 낭만적인 사랑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랑이 가족적 전통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타협안은 해당 사회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과 결혼의 의식 
등에서 여실히 드러나곤 한다.

9782858312795 | 2018 | 371쪽 | 16x24 cm | 35.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카트린 캅트빌 쟁
델핀 오르티스

사랑과 제도: 아시아와 
인도양의 여러 사회에서 
찾게된 낭만적 사랑과 전통 
사이의 타협.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프랑신 생 라몽

1915년 다르다넬스로 
파견되었던 프랑스 
군인들의 생활과 전투에 
관한 생생한 증언.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이날코

  3  4  5  6  7  8  9  10  11  12   

 Maintenant et à jamais - Quelques 
regards sur la poésie hébraïque

놓쳐서는 안 될 놓쳐서는 안 될 
히브리 시히브리 시
히브리 시와 이스라엘 시.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기준에 따라? 역사적 기준? 
정치적 기준? 언어학적 기준? 국가 이전의 
문학과 국가 이후의 문학으로 구분하던 관습을 
지속해야 하는가? 현대 히브리어의 특별한 역사, 
시오니즘, 쇼아 등이 '시'라는 장르와 맺고 있는 
관계에 관한 질문, 그리고 현대 히브리 시의 
표현 속에 국가적 내러티브의 위치가 무엇인지 
질문을 제기하는 책이다.

9782858313181 | 2019 | 130쪽 | 16x24 cm | 25.00 €

 S'émanciper par les armes ?  
Sur la violence politique des femmes

여성의  여성의  
무장 투쟁무장 투쟁
1960년대 말, 남성들과 여성들은 각각 서구 
민주주의 혁명의 물결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 극좌에 위치한 무장 집단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기여를 주장했다. 사회적, 
정치적, 젠더적 차원을 넘나들며 여성의 무장 
투쟁에 관한 학제 간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가치 체계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하는 
책이다.

9782858313273 | 2019 | 238쪽 | 16x24 cm | 25.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알렉상드라 프레노
카롤린 지베르 라파예

1960년대 말의 정치사회적 
시위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다.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마샤 이츠하키

근·현대 히브리 시와 
이스라엘 시는 동일한 
것인가?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이날코

  3  4  5  6  7  8  9  10  11  12   

 Tableau de bord des pays d'Europe 
Centrale et Orientale et d'Eurasie 2019

중부·동부 유럽 중부·동부 유럽 
및 유라시아 29및 유라시아 29
개국의 2019년 개국의 2019년 
성과표성과표
학계, 컨설팅, 공공 행정 분야의 12명의 전문가가 
29개의 국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경제, 사회, 
정치, 지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가별 주요 
발전을 되짚어보고 각국의 사회 변화를 조망한 
책.

9782858313259 | 2019 | 184쪽 | 16x24 cm | 25.00 €

 Venise en Crète

크레타의 크레타의 
베니스베니스
외국 세력이 들어와서 권력을 잡고, 좋은 땅을 
마음대로 취하고, 자신들의 행정과 규칙, 세금, 
정의, 종교, 언어, 사회 분리, 경제 원칙 등을 
이식했다. 또한, 중앙 집중식으로 통제되지만 
시간이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진화하는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크레타섬의 
식민지화 과정을 통해 식민지개발 계획의 
진정한 그림을 그려낸 책이다.

9782858313013 | 2019 | 372쪽 | 16x24 cm | 30.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조엘 달레그르

크레타는 13세기 초부터 17
세기 중반까지 거의 5세기 
동안 베네치아 공화국의 
통치 하에 있었다.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장 피에르 파제
쥘리앙 베르쾨이

프라하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29개국의 경제, 사회 및 
정치 발전 성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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