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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뒥.에스르뒥.에스

  아기 용품에 수 놓기  아기 용품에 수 놓기

  재능을 발휘하세요  재능을 발휘하세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바이러스!

  지속 가능한 재봉  지속 가능한 재봉

  명상으로 해결됩니다!  명상으로 해결됩니다!

  어둠을 두려워하는   어둠을 두려워하는 
어른들을 위하여어른들을 위하여

  메조뉴트리언트로   메조뉴트리언트로 
건강 관리하는 법건강 관리하는 법

  당신의 자녀는 잘   당신의 자녀는 잘 
자고 있나요자고 있나요

  짝을 잃은 양말들의   짝을 잃은 양말들의 
꿈 같은 인생꿈 같은 인생

  망각의 정원  망각의 정원

  요가의 네 가지 지혜  요가의 네 가지 지혜

  가족력 치료  가족력 치료

  에센셜오일로   에센셜오일로 
치유하기치유하기

  에센셜오일 바이블  에센셜오일 바이블

  유연하지 않아도 할   유연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요가수 있는 요가

  천사 덕분에 찾은 나  천사 덕분에 찾은 나

  치유자의 비밀  치유자의 비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학교를 그만둘    학교를 그만둘  
수 있어서 다행이야수 있어서 다행이야

  감정을 보살피는   감정을 보살피는 
소프롤로지소프롤로지

www.editionsledu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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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mois pour broder les indispensables  
de bébé : 20 Projets dans l'air du temps 
pour équiper bébé

아기 용품에 수 아기 용품에 수 
놓기놓기
내 아기를 위한 20가지 
트렌디한 디자인
임신한 동안에는 시간이 많아지고 창작열이 
불타오르곤 합니다. 차분히 앉아 손을 움직여 
아기의 탄생을 준비하는 물건들을 꾸미기에 
좋은 때죠. 내 아이를 위한 배냇저고리에 직접 
수를 놓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리네디트 | 9782350323831 | 2020 
102쪽 | 21,5x28,5 cm | 23.00 €

 Activez vos talents :  
Ils peuvent changer le monde !

재능을 재능을 
발휘하세요발휘하세요
당신의 재능이  
세상을 바꾼다
저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에게 
제기해야 할 질문을 제기하고, 또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함을 공유한다.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이 책은,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한 가이드북이다.

알리시오 | 9782379351075 | 2020 
518  pages | 14,5x22,5 cm | 25.0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마티외 다르다이용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한 가이드북.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사라 데스푸아스

아기 용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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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onavirus, quel minus !

물러가라, 물러가라,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바뀐 생활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5~10세의 어린이들에게 읽어주기 
좋은 10가지 이야기. 아이들의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은 물론, 아이들에게 
시적이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말을 걸어 보도록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팁이 포함되어 있다.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9360 | 2020 
160쪽 | 13x18 cm | 14.90 €

 Couture maison durable : 20 projets 
zéro déchet pour remplacer les objets 
jetables du quotidien

지속  지속  
가능한 재봉가능한 재봉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20가지 폐기물 제로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법. 폐기물 제로에 도전하는 20가지 재봉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에코백, 도시락 케이스, 
화장솜, 비누 주머니 등 만들기 쉬우면서도 
지금껏 일상에서 흔히 쓰던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보세요.

리네디트 | 9782350323848 | 2020 
93쪽 | 22x22 cm | 19.0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사라 데스푸아스

일상의 용품들을 직접 
만들어보세요.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소피 카르캥

당신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무엇이든 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좋을지는 이 책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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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si la méditation était la solution ? : 
Répondre aux besoins et desires des ados

명상으로 명상으로 
해결됩니다!해결됩니다!
청소년기의  
욕구에 답하다
저자에게도 학교에 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그는 명상 덕분에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되짚어보고, 십 대들이 민감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장애물(스트레스, 불안, 과민성, 자신감 부족 등)
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8493 | 2020 
186 pages | 15x21 cm | 17.00 €

 Histoires du soir pour les adultes  
qui ont peur du noir : Des histoires 
méditatives pour le bien-être psychique

어둠을 어둠을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어른들을 위하여어른들을 위하여
자기 전에 읽는 
명상적인 이야기
어린아이들만이 밤에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성인들도 
바쁜 하루를 보낸 후 편안하게 긴장을 풀기 
위한 휴식의 순간이 필요하죠. 이 책에는 
성인들을 위한 30편의 명상적이고 묵상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직면하는 문제들(의심, 두려움, 취약함 등)
에 관해 부드럽고 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들에는 우리를 위안하고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힘이 있답니다.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7731 | 2020 
127쪽 | 17x22 cm | 14.9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안 샤를로트 상감

성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읽으며 
잠들어보세요.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마티외 브레주제르

편안하게 청소년기를 
지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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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me soigne avec les mésonutriments : 
Oméga 3, coenzyme Q10, flavonoïdes… :  
les molécules naturelles  
100 % efficaces pour votre santé

메조뉴트리언트로 메조뉴트리언트로 
건강 관리하는 법건강 관리하는 법
오메가3, 코엔자임 Q10, 플라보노이드: 
100% 효과적인 천연 영양소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성장을 돕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등 
'마크로뉴트리언트(macronutrient)'와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기능성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미크로뉴트리언트(micronutrient)'
가 있었다. '메조뉴트리언트(mesonutrient)'는 
우리 몸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 유지'를 위한 영양소로, 연어가 
함유한 오메가3, 강황에 들어 있는 커큐민, 
블루베리에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 등이 있다. 
75가지의 식품들과 각 식품이 함유한 영양소의 
정보는 물론,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는 조리법을 
제공하는 책.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7137 | 2020 
394쪽 | 15x21 cm | 18.00 €

 La méthode chrono-dodo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는 
잘 자고 있나요잘 자고 있나요
저자는 자녀의 수면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결국 아이 곁에서 
같이 잠을 자는 방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잠을 잔다는 것은 일종의 헤어짐입니다. 아이 
옆에서 같이 자는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습관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아이가 양질의 수면을 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방해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아이들이 표현하는 감정과, 부모가 그 감정을 
어떻게 공감해주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책으로, 
부모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수정하며 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4655 | 2019 
223쪽 | 15x21 cm | 17.0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오드 벡카르

아이가 양질의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과학·기술·의학과학·기술·의학

안 뒤푸르
카트린 뒤팽

라파엘 그뤼만

메조뉴트리언트 혁명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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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vie rêvée des chaussettes orphelines

짝을 잃은 짝을 잃은 
양말들의 꿈 양말들의 꿈 
같은 인생같은 인생
겉보기에 앨리스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혹은 
거의 그래 보인다. 그러나 사실 앨리스는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며, 강박 장애를 앓고 있으며, 
몇 년 전 깊이 파묻었던 비극이 자꾸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 발작에 
시달린다. 최근 파리에 정착한 미국인 앨리스의 
목표는 단 하나다.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스스로를 재건하는 것. 그녀는 기발한 젊은 CEO
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수락하는데, 
CEO의 프로젝트는 너무나 놀라웠으니, 바로 전 
세계에서 짝을 잃은 양말들을 모으는 사업이었다. 
한편, 미지의 도시 파리에서 마주할 몇몇 만남이 
앨리스의 삶을 뒤흔들게 될 예정인데...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독일어  
(Penguin Random House), 체코어 (Grada)

샤를스통 | 9782368124727 | 2019 
399쪽 | 14,5x23 cm | 19.00 €

 Le jardin de l'oubli

망각의 정원망각의 정원
1910년. 다림질로 생계를 마련하는 젊은 아가트는 
일하러 간 부유한 마을에서 아름답고 유명한 댄서 
오테로를 만나게 된다. 그와의 만남은 아가트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두 사람의 운명은 만남과 
비밀의 무게로 영원히 얽혀버린다. 한 세기 
후, 우울증에서 막 회복 중인 기자 파우스틴은 
벨에포크 시대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니스로 
내려간다. 파우스틴의 대고모는 그들 집안의 
비범했던 할머니 아가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파우스틴은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면서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된다. 한편, 어둡고 
비밀스러운 세바스티앙이라는 남자의 존재가 이 
모든 이야기와 관련 있어 보이는데...

샤를스통 | 9782368121870 | 2018 
430쪽 | 14,5x23 cm | 19.00 €

문학문학

클라리스 사바르

가족의 비밀, 역사, 강한 
여성 캐릭터… 성공적인 
소설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

문학문학

마리 바레이유

강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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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4 sagesses du yoga :  
Trouvez votre trésor intérieur

요가의 네  요가의 네  
가지 지혜가지 지혜
내면의 보물을 찾아서
우리 일상에 영감을 주고 내면의 평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요가의 지혜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네 가지 계율을 공유합니다. 요가라면 태양 경배 
자세처럼 단순히 자세를 바꾸며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요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내면의 보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대사회의 영성과도 같은 것이랍니다.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7953 | 2020 
253쪽 | 15x21 cm | 17.00 €

 Les constellations familiales :  
Se libérer de son histoire,  
accueillir son présent

가족력 치료가족력 치료
과거로부터 벗어나 
현재를 사는 법
많은 경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전 세대의 
유산을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 
가족력 치료는 이런 보이지 않는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가 내면의 온전함을 회복하고 
새로운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치료법이다. 
숨겨졌던 것이 밝은 빛 아래 드러나고, 우리 자신, 
우리의 부모, 우리의 조상 등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된다. 저자는 가족력 치료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저자가 
직접 치료하며 수집한 다양한 경험담을 통해 
가족력 치료의 논점을 공유한다.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7656 | 2020 
192쪽 | 15x21 cm | 17.0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장 크리스토프 베나즈

가족력이라는 힘이 센 
올가미로부터 벗어나는 
효과적인 기술.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스테판 에로

요가의 지혜가 당신의 
일상에 스며들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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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huiles essentielles qui soignent

에센셜오일로 에센셜오일로 
치유하기치유하기
아로마테라피는 처음이신가요? 실수 없이 
에센셜오일을 활용하고 싶으세요? 에센셜오일 
희석 방법, 사용량, 적용 횟수, 사용 부위 등이 
궁금하세요? 그렇다면 이 초급 에센셜오일 
가이드를 따라오세요. 27가지 주요 에센셜오일을 
활용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웰빙, 미용, 건강을 
위한 아로마테라피를 수행할 수 있는 입문서로, 
아름다운 사진과 표식 등 효율적인 구성으로 
찾아보기 쉽습니다. 알러지, 천식, 관절통 등 
에센셜오일을 활용할 수 있는 67가지 상황이 
담겨있으며, 간단한 단계별 솔루션 및 다양한 
주의 사항도 실려있습니다.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6499 | 2020 
192쪽 | 19x24 cm | 14.90 €

 Ma Bible des huiles essentielles

에센셜오일 에센셜오일 
바이블바이블
이 책은 에센셜오일에 관한 가장 최신의, 가장 
과학적인, 동시에 일반 대중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담고 있다. 
다양한 고민과 문제에 따라 구성되어 독자가 
찾고자 하는 에센셜오일의 해결책 및 혼합 팁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에센셜오일과 관련하여 
가장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책! 이 책과 함께 에센셜오일의 마법을 
경험해보세요.
RIGHTS SOLD
5개 언어로 출판됨: 중국어 번자체 (Ba Fun 
pub.), 중국어 간자체 (Shanghai Scien.&Tech), 
이탈리아어 (Sonda),  포르투갈어 (Koscky, 
Brazil), 러시아어 (Exem Licence)
FIND OUT MORE
> 120만부 판매됨 (프랑스)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0046 | 2008 
552쪽 | 19x23 cm | 24.90 €

과학·기술·의학과학·기술·의학

다니엘 페스티

2007년 이래 성공을 거듭한 
에센셜오일의 필수 바이블!

과학·기술·의학과학·기술·의학

안 뒤푸르

쉽게 풀어낸  
아로마테라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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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 besoin d'être souple  
pour faire du yoga

유연하지 유연하지 
않아도 할  않아도 할  
수 있는 요가수 있는 요가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쉬운 요가 가이드로, 50가지 자세와 
12가지 세션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의 중심점이나 관절의 회전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매트 위, 앉아서, 서서, 볼 
사용하기, 끈 사용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하타 
요가에 관한 정보가 실려 있는 책.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8882 | 2020 
206쪽 | 15x21 cm | 17.90 €

 Se réaliser grâce aux anges :  
Accueillir leurs messages  
pour retrouver sa lumière intérieure

천사 덕분에 천사 덕분에 
찾은 나찾은 나
천사의 메시지로 
내면의 빛 되찾기.
저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초인적인 청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천사들의 
가르침과 귀중한 메시지를 받는다. '천사 치유'
의 전문가인 저자가 최초로 자신의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공유한 책이다.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7632 | 2020 
173쪽 | 15x21 cm | 17.0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비르지니 로베르

당신만의 천사와 
교류해보세요.

과학·기술·의학과학·기술·의학

카트린 밀피에 플로리

나무처럼 뻣뻣한 사람도 
요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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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rets de guérisseuse :  
Renouer avec les pouvoirs 
extraordinaires de votre energie

치유자의 비밀치유자의 비밀
당신의 놀라운 
에너지의 힘을 
느껴보세요.
인류의 여명기부터 세계 어디에서나, 인간의 
통증을 덜어주거나 염좌를 치료하고 화상의 
열기를 완화해주는 기도와 주문 등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왔다.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는 
그러한 요법들을 남들 몰래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치료자가 되고, 혹은 가족과 친구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모든 이들이 
이러한 강력한 기도와 치료 요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6758 | 2020 
277 pages | 15x21 cm | 18.00 €

 Si j'avais su ! :  
L'osthéopathie au service des femmes

진작에 진작에 
알았더라면!알았더라면!
여성을 위한 정골의학
불임, 임신 기간, 또는 산후조리를 포함하여 
폐경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성 문제를 
치료하는 데 있어 정골의학이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한 책.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8608 | 2020 
226쪽 | 15x21 cm | 17.00 €

과학·기술·의학과학·기술·의학

카트린 뤼뷔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정골의학.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릴라 리유리

자력으로 자신의 몸을 
치유하고 에너지로 질병을 
예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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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t le monde n'a pas eu la chance  
de rater ses études : Comment devenir 
libre, vivre à fond et réussir  
en dehors du système

학교를 그만둘 수 학교를 그만둘 수 
있어서 다행이야있어서 다행이야
시스템 밖에서 성공하고  
자유를 얻는 법.
지하철-일-잠으로 이어지는 일과에 지치셨나요? 
아니면,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공부를 
하느라 지쳤나요? 수백 명의 경영인의 경험과 400
개 이상의 과학적 참고 문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혁신적인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반복되는 
일상을 깨고, 시스템 밖에서 성공하십시오. 교육 
시스템의 한계와 어째서 교육 시스템이 점점 
뒤처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당신만의 지능을 
업그레이드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위한 회사를 
만들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멈추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자, 이제 당신은 지적 반란군의 
행렬에 동참하는 겁니다!

알리시오 | 9782379350313 | 2019 
587쪽 | 16,50x23 cm | 27.00 €

 Trouvez votre équilibre émotionnel 
avec la Sophrologie : Stress, anxieté, 
épuisement… 20 pratiques inédites  
pour éviter que ça déborde

감정을 보살피는 감정을 보살피는 
소프롤로지소프롤로지
스트레스, 불안, 피로를  
물리치는 스무 가지 새로운 방법
우리는 온종일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이 모든 감정에는 죄가 없다. 심지어 
우리가 흔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정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감정이 지나쳐 우리를 압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소프롤로지는 
평온함을 찾는 법을 가르쳐주는 쉽고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우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메커니즘과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독자는 책 속에 실린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감정 프로필'을 알 수 있고, 감정에 
직면할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자는 감정에 압도당할 때 
차분함을 되찾을 수 있는 일련의 시각화 요법과 
역동적인 휴식 요법을 제안한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의 감정을 더 잘 경험하고 평화로운 내면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동반자가 될 것이다.

르뒥 프라티크 | 9791028518486 | 2020 
223쪽 | 15x21 cm | 18.00 €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카트린 알리오타

소프롤로지의 놀라운 힘을 
발견하십시오.

실용·자기계발·취미실용·자기계발·취미

올리비에 롤랑

고전적인 교육 시스템은 
우리 지적 반란군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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