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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é vivre : Chroniques en passant

카페 비브르카페 비브르
스치듯 여행하다
샹탈 토마는 이미 방문했었거나 처음으로 
발견한 장소를 돌아다니며, 여행의 핵심인 
낯섬과 친숙함의 조화를 탐구한다. 또한 교토의 
봉봉 카페, 뉴욕의 올린 카페와 너발 카페, 교토의 
카페 비브르 등 카페라는 장소의 마법같은 
매력을 글을 통해 재현하고, 인간이 풍경이나 
예술품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있다는 감각, 자기 자신의 궤도를 돌고 
있다는 독특한 느낌을 이야기한다.
FIND OUT MORE
> 17500부 판매됨 (프랑스)

9782021451740 | 2020 | 208 pages 
14x20,5 cm | 17.00 €

 Dans les yeux du ciel

하늘의 눈으로하늘의 눈으로
누르는 엄마의 뒤를 이어 매춘부가 되었다. 
일을 할 때 그녀는, 창밖으로 지나는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티브이를 본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그리고 비밀스레 자신의 굴욕감을 견뎌냈다. 
그러나 창밖의 사람들은 이제 침묵하기를 원치 
않고, 거리에는 아랍의 봄이 울부짖고 있었다. 
누르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랍의 
봄이라는 분노의 움직임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남성들의 진실된 감정에 접근하기 
쉬운 그녀의 직업 덕분에, 무시 받고 고립되었던 
여성 누르는 전복되고 있는 외부 세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는데...

9782021433272 | 2020 | 176쪽 
14x20,5 cm | 17.00 €

문학문학

라시드 방진

흔들리는 세상과 매춘부의 
삶에 대한 강렬한 소설.

문학문학

샹탈 토마

현대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초월적인 감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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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 kilomètres à la ronde

반경 수 반경 수 
킬로미터킬로미터
한 10대 소녀가 방학 동안 부모의 별장이 있는 
마을에서 그곳의 청소년 무리들과 우정을 
키워가는 이야기다. 마을의 청소년들과 친해진 
소녀는 그들 중 한 명과 로맨틱한 관계를 
갖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건 후 몇 년이 지나고, 소녀는 
지루함과 웃음과 바보 같은 일들로 가득했던,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 시절의 기억을 
이야기한다. '청춘' 그 자체처럼 감각적인 저자의 
데뷔작.

9782021461237 | 2020 | 240쪽 
14x20,5 cm | 18.00 €

 Histoire de la fatigue :  
Du Moyen Âge à nos jours

피로의 역사피로의 역사
중세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피로에 따른 일반적인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신체적인 불편감, 심리적 
고통, 의지 상실 등. 피로는 오래전부터 인간 
삶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인식은 변하고 
있다. 과로, 스트레스, 번아웃, 정신적 부하 등 
구체적인 용어가 나타났고, 새로운 증상과 
그에 따른 새로운 설명들이 뒤따랐다. 피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형태 역시 시대와 함께 
변해왔다. 한때는 성을 수호하는 기사의 
영예로운 인내심이기도 했고, 금융계 종사자의 
피곤한 얼굴이기도 했고, 육체노동자의 고갈된 
체력이기도 했다. 한편, 우리는 디지털과 
서비스업의 시대가 되면서 나타난 중요한 
현상을 놓치고 있다. 무한한 자율성에의 꿈과 
그에 수반되는 좌절이 무한한 피로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9782021291919 | 2020 | 480쪽 
15,3x24 cm | 25.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조르주 비가렐로

우리의 현재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매혹적이고 
역사적인 피로 여행.

문학문학

빈카 반 엑크

청춘' 그 자체처럼  
감각적인 저자의 데뷔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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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Parisienne : Histoire d’un mythe.  
Du siècle des Lumières à nos jours

파리지엔느파리지엔느
파리지엔느,  
그 신화의 역사
파리지엔느'의 이미지는 시간의 흐름에 맞서 
살아남았다. 귀족과 인민 여성, 파리와 지방, 
여성 해방과 남성 지배 사이의 대립 속에 형성된 
'파리지엔느'의 이미지는 새롭게 태어나며 
꾸준히 변화해왔고, 시대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파리지엔느라는 
하나의 고정 관념을 진지하게 다룬 최초의 책일 
이 책은, 파리지엔느는 개념이 형성되던 문화적 
기원으로 돌아가 개념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개념의 용도와 기능을 해석한 책이다.

9782021365375 | 2020 | 432쪽 
15,3x24 cm | 23.00 €

 Le corps et ses raisons

이유 있는 몸이유 있는 몸
몰리에르는 어째서 의사를 놀렸던 걸까? 정액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스트레스는 질병일까? 
의학사를 조사하던 저자 장 스타로뱅스키는 
이런 놀라운 질문들에 직면했다. 우리의 
신체에는 우리의 이성이 알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신체에 대한 지식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놀라운 책.

9782021238402 | 2020 | 544쪽 
14x20,5 cm | 26.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장 스타로뱅스키

우리 몸에는 역사가 
있는가?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에마뉘엘 르타이요

어제와 오늘 사이, 대담함과 
수동성 사이에서 형성된 
파리지엔느의 매력적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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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cœur synthétique

합성 심장합성 심장
40대 여성 아들레드는 최근에 이혼을 한 
뒤 그녀를 괴롭히는 모순된 상황에 처한다. 
독립적으로 살고도 싶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고 싶지는 않았다. 아들레드는 
인생 경험이 꽤 많지만 여전히 순진하고, 
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애 같은 여자다. 
그녀는 언제나 조건부 시제로 살아가며, 그녀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고 마음껏 자신만의 
사운드트랙을 선택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낯선 남자가 아들레드의 끝없이 수정되는 
시나리오 속에서 그녀의 인생의 남자가 되는데...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76000부 판매

9782021425451 | 2020 | 208 pages 
14x20,5 cm | 18.00 €

 Le Manifeste Travail : Démocratiser, 
démarchandiser, dépolluer

노동 선언문노동 선언문
민주화, 반 상품화, 
환경 정화
노동 현장에서 인간은 '자원'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도시 통제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삶을 살아야 했던 모든 
이들은 이 명제에 대한 살아 있는 증거였다. 
노동 자체가 상품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직원들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시장법에 따라 아무런 규제 없이 
노동자를 부리는 특정 분야 노동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지구를 구해야 
한다.

9782021470499 | 2020 | 216쪽 
13x18,5 cm | 13.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이자벨 페르라
쥘리 바틸라나
도미니크 메다

여성 학자들이 작성하고 전 
세계 6000명의 학자들이 
서명한 필수 선언문.

문학문학

클로에 들롬

유쾌한 아들레드의 삶 
속으로 들어가 순수한 
독서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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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el Proust : Mélanges

마르셀 마르셀 
프루스트프루스트
혼합
1980년 2월. 바르트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속의 등장인물을 
모델로 한 실존 인물들의 사진을 프로젝터로 
투사하는 작업을 기획했다. 작업 준비 막바지에 
이르러, 프로젝터의 설치를 확인하기 위해 
콜레주 드 프랑스로 가야 했던 바르트.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르트는 프로젝터 확인 작업을 
할 수 없었다. 가던 길에 트럭에 치이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고, 바르트는 
당시 불발되었던 <바르트가 바라본 프루스트>
의 작업 노트와 파일 등을 모아서 그때의 불의를 
회복하고 불가피하게 생겼던 구멍을 매우고자 
이 책을 썼다. 바르트의 시선으로 새롭게 만나는 
프루스트.

9782021449426 | 2020 | 400 pages 
14,5x22 cm | 24.00 €

 Mort d'un voyageur : Une contre-enquête

어느  어느  
여행자의 죽음여행자의 죽음
재조사
여행 동호회에 속했던 한 남자가 프랑스 
헌병특공대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사건을 둘러싼 가족의 이야기와 헌병대의 
설명은 일치하지 않았고, 사건은 법원에 의해 
기각된다. 이 사건에 매료된 디디에 파생은 
재조사를 이끌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 여행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의 여러 버전을 재현하는 
실험적 형태의 내러티브를 발명한다. 이를 통해 
디디에 파생은 고통받는 존재의 삶의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행자를 존중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9782021450774 | 2020 | 176 pages 
14x20,5 cm | 17.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디디에 파생

한 여행자가 프랑스 
헌병특공대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왜일까?

문학문학

롤랑 바르트

불발되었던 <바르트가 
바라본 프루스트>가 
반짝이고 격동하는 책 한 
권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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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uvelle histoire de la danse  
en Occident : De la Préhistoire  
à nos jours

서양 무용의 서양 무용의 
새로운 역사새로운 역사
선사 시대에서 
현재까지
저자 로라 카펠은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에서 
서양 무용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 선사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서양 무용의 새로운 
파노라마를 만들어냈다. 고전 무용의 구성에서 
오늘날의 힙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용의 
기법과 유행을 보여주고, 아폴로니안적이면서 
디오니시안적인, 또한 정치적이고 미학적이며 
수많은 신체의 기술이 필요한 예술 '무용'의 
다양한 면모를 담아냈다.

9782021399899 | 2020 | 368쪽 
17x24 cm | 31.00 €

 Personne ne sort les fusils

아무도 총을 아무도 총을 
꺼내지 않는다꺼내지 않는다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범법을 
내면화했다. 범죄에 대한 유혹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끌어들이고, 우리 자신을 
비춘다.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프랑스 텔레콤 
재판이 열렸다. 7명의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는 자살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잘 실행되었다고 
생각했고, 단 하나만을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다. 
"결국 자살한 자들 때문에 파티를 망쳤다"라고.

9782021456554 | 2020 | 156 pages 
13x18,5 cm | 15.00 €

문학문학

상드라 뤽베르

자본주의의 언어와  
논리에 대한 분노로 뜨겁게 
쓰여진 텍스트.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로라 카펠
공동저작물

아마추어, 전문가 및 
무용 교사에게 필수적인, 
독보적인 서양 무용 역사서!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국제도서전 45 개 출판사별 카탈로그개 출판사별 카탈로그

Le Seuil

  3  4  5  6  7  8  9  10  11  12   

 Piero Heliczer : L’arme du rêve

피에로 헬리처피에로 헬리처
꿈의 무기
20세기 후반 미국의 시인이자 인쇄업자, 
출판편집자, 언어에 헌신한 금욕주의자, 
대문자 금지 수호자, 윌리엄 버로스와 
그레고리 코르소와 앨런 긴즈버그와 같은 길을 
가던 동반자, 멀티미디어 쇼의 발명자이자 
음악가이자 벨벳언더그라운드의 창립멤버였던 
앤디 워홀에게 영감을 준 장본인이었던 인물 '
피에로 헬리처'를 이야기한다.

9782021087758 | 2020 | 432 pages 
14,5x22 cm | 21.00 €

 Qu'est-ce qu'une plante ? :  
Essai sur la vie végétale

식물이란 식물이란 
무엇인가무엇인가
식물의 삶에 대한 
에세이
식물은 고통받지 않는다. 고통이란 신체로 겪는 
경험인데, 나무에게 죽는다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일 뿐이다. 상대적인 의미의 죽음이란 사실 
완전한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모든 가능성의 
절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끝이어야 한다. 
그래서 동물이나 인간은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일 속에서 
채취한 마른 씨앗은 땅에 심기면 다시 살아난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밀알은 한 번 죽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 죽는 이러한 식물의 
삶은, 오히려 비극의 정반대 위치에 놓인다.

9782021414615 | 2020 | 208 pages 
14x20,5 cm | 20.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플로랑스 뷔르가

우리는 식물도 동물도 
아니지만 그들의 신비에 
접근할 수는 있다.

문학문학

파트릭 바르

피에로 헬리처는 현실을 
발명하느라 평생을 보냈다. 
모든 것이 사실이고, 모든 
것이 거짓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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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urne

토성토성
1977년. 한 청년이 비극적으로 사망한다. 그의 
이름은 해리. 그의 딸은 이제 15개월이었다. 
2019년. 해리의 딸은 제네바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안다는 여자를 만난다. 그리고 사망한 
아버지가 사실은 독립 기간 동안 알제리를 
떠나야만 했던 명망 있는 유대인 의사 가문의 
상속자였음을, 또한 치명적인 미모를 가진 한 
여성이 아버지의 삶에 끼어들었음을 알게 된다. 
딸은 마치 전설 같은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알게 되며, 어린 시절 갑자기 사망한 아버지에 
대한 애도로 고통받던 기억을 떠올린다. 뛰어난 
솜씨로 씌여진 자전적 소설.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4000부 판매

9782021454901 | 2020 | 208쪽 
14x20,5 cm | 18.00 €

 Somb

SOMBSOMB
빅토르는 매일 수감자들이 자신의 가장 
끔찍했던 범죄에 대해 떠드는 것을 듣지만, 
직업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그를 옥죄고 있다. 어느 날, 빅토르가 사랑하는 
연인이 그의 빌라 근처의 조약돌 해변에서 죽은 
채 발견된다. 그녀의 얼굴은 산산조각이 난 
채였다. 불길했다. 범인을 찾는 길은 요원했고, 
자신의 삶에 대해 가졌던 그의 확신은 하나씩 
무너져갔다. 군더더기 없이 고급스러운 심리 
스릴러물.

9782021445961 | 2020 | 304쪽 
14,5x22 cm | 18.50 €

문학문학

막스 몬네

범죄심리학자 빅토르가 
등장하는 고급스러운  
심리 스릴러.

문학문학

사라 시슈

무한한 애도의 길을 
용기있게 여행하는 한 
위대한 작가를 비추는 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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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uction et violence

번역과 폭력번역과 폭력
번역 소프트웨어의 발명은, '큰' 언어가 '
작은' 언어를 지배하거나 깔아 뭉개버릴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오늘 날 번역은 
실질적이고 인류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저자 
티펜 사모요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할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 특히 깊이 측면에서 
잃게 되는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한다.

9782021451788 | 2020 | 208 pages 
14x20,5 cm | 18.00 €

 Un crime sans importance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은 범죄않은 범죄
이렌 프랭이 언니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은 79
세의 언니가 자신의 집에서 폭행치사를 당한 
날로부터 이미 7주나 지난 뒤였다. 저자는 
사건이 재조사되어 정의를 찾고 범인을 잡기를 
염원하며, 밀도 높고 깔끔한 문체로 사랑하는 
언니의 초상을 그려냈다. 또한 연약함과 강함을 
동시에 지닌, 그래서 의심을 멈추지 않았으며 
모르는 채로 끝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저자 
자신의 모습도 세심하게 그려져 있다.

9782021455885 | 2020 | 256쪽 
14x20,5 cm | 18.00 €

문학문학

이렌 프렝

침묵의 무게에 대한 성찰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내밀한 글쓰기.

문학문학

티펜 사모요

침해할 수 없는 타자성의 
문제와 번역의 폭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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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monde en nègre et blanc : 
Enquête historique sur l’ordre racial

흑백의 세계흑백의 세계
인종 질서에 관한 
역사적 탐사
이 책은 지중해 노예제에서 시작해 아프리카와 
대서양에 이어 3대륙(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의 유럽 식민지화 과정으로 이어진 
주요 단계를 되짚어봄으로써 인종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열쇠를 제공하고 그 경제적, 인류학적, 
정치적 기반을 밝히는 방대한 탐사서이다. 또한 
'니그로(흑인)'라는 단어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화이트(백인적)'의 의미를 설명한다.

푸앵 | 9782757880050 | 2020 
400 pages | 10,8x17,8 cm | 10.00 €

 Une histoire universelle des ruines :  
Des origines aux Lumières

유적의  유적의  
보편적 역사보편적 역사
기원에서 계몽까지
유적은 기억과 망각, 자연과 문화의 균형 
사이에서 끊임없이 복권되는 흔들리는 다리다. 
이집트인들은 패권의 영광을 거대한 기념물에 
담아냈다. 그리스와 켈트족과 스칸디나비아에서 
기억의 수호자는 시인이나 음유 시인이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서양인들은 '기념물 숭배'를 
만들어냈다. 르네상스는 고대 유산을 드높이고 
시각화하는 체계적인 전략을 채택했다. 유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타인과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는 
인류가 스스로 주장하는 진정한 인류란 없다.

9782021282504 | 2020 | 744쪽 
23x30 cm | 49.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알랭 슈납

인간 문명이 권력의  
기념비 및 고대 유산에 대한 
기억과 맺어온 관계에 대한 
장대한 파노라마.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오렐리아 미셸

노예의 역사, 인종의 역사, 
식민화의 역사를 담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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