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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las historique du Proche-Orient ancien

고대 근동  고대 근동  
역사 지도역사 지도
50명의 전문가의 힘이 모여 근동 지역의 문화적, 
정치적 진화를 엿볼 수 있는 150여 장의 새로운 
지도가 탄생했다. 고대 수도의 도시 계획과 
소박한 도시들의 모습, 큰 전쟁, 시민들의 이주, 
무역로,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 등 고대 근동의 
삶이 생생히 떠오르는 지도들로, 지난 20여 
년간 진보된 연구 결과를 통해 지난날의 지식적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해설이 함께 
실려 있다. 고대 명칭은 물론 현대의 명칭이 
병기된 지리학적 색인으로 편리성을 제공한다.

9782251451138 | 2020 | 240쪽 | 30 x 38 cm | 55.00 €

 Durer : Éléments pour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productif

지속 가능한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의 
변화를위한 요소
지난 50년 동안 생태학은 꾸준히 공공 정책 
의제에 포함되어 왔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최선의 의도만으로 만족해도 되는 걸까? 이 
책은 마르크스 이후 최초로 생산 시스템에 
관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변화를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설명한다. 인류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축하려면, 기본적인 생산의 
방식에서부터 '지속'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본은 유산으로 바뀌고, 노동은 
유지를 위해 쓰이며, 기술은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경제는 혁신과 파괴, 창조를 
위한 파괴라는 모순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가장 높은 정치적, 도덕적 차원에 도달하게 된다.

9782251451404 | 2020 | 374쪽 | 14 x 21 cm | 23.5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피에르 케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축하려면 생산 시스템의 
변화 및 자본, 노동, 기술과 
같은 생산 요소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마르탱 소바주 (지휘 아래)

20000년 전 좌식화가 막 
시작된 고대 근동의 완전한 
파노라마를 제공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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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ffamé : Les dits de Shams de Tabriz

굶주린 천사굶주린 천사
타브리즈의 샴스
수년간의 실패뿐인 방황 끝에 샴스는 한 남자를 
만난다. 한때 그의 가르침과 위대함으로 
추앙받았지만, 그 명성으로 인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남자 모울라나. 샴스는 모울라나의 
해방자가 되고, 두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 끝에 
모울라나는 오늘 날 우리가 '루미'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세계 문학에서 가장 신비한 시인이 
된다. 강렬하고 시적인 이 책에서 저자 나할 
토자도드는 단편적이고 흩어진 '말들'의 거대한 
모음인 샴스의 수필집에서 발췌한 인용문을 
통해 한 특별한 시인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RIGHTS SOLD
페르시아어로 출판됨  
(Cheshmeh, Malak-e gorosne)

9782251451084 | 2020 | 240쪽 | 12,5 x 19 cm | 19.50 €

 La Civilisation des odeurs :  
XVIe - début XIXe siècle

후각의 문명화후각의 문명화
16세기~19세기 초
위험에 대비하고 최고의 성적 파트너를 찾는 
역할을 하던 원시적인 감각 '후각'은 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걸까? 역사학자 로베르 
뮈샹블레는 다양한 출처를 제시하며 지난 50여 
년 동안 인간의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무시당해 
왔던 후각에 관한 억압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신체에서 나는 악취에서부터 꽃향기를 내는 
향수까지, 후각 문명화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놀라운 여행.
RIGHTS SOLD
4개 언어로 출판됨: 영어 (Smells, Polity), 
러시아어 (Цивилизация запахов, NLO), 
중국어 번자체 (Owl Publishing), 중국어 간자체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 Press)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5000부 판매

9782251447094 | 2017 | 272쪽 | 16 x 24 cm | 25.5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로베르 뮈샹블레

르네상스에서 19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서양에서 
후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문학문학

나할 타자도드

페르시아가 몽골의 
맹공격으로 피를 흘리던 13
세기, 타브리즈의 신비한 
샴스는 스승을 찾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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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Monde syriaque : Sur les routes  
d'un christianisme ignoré

시리아 문화시리아 문화
우리가 몰랐던 
기독교의 또다른 흐름
아람어의 한 형태인 시리아어는 특정 국가나 
한 민족의 언어가 아니었지만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예외적으로 발전한 바 있다. 시리아어는 
지중해에서 동아시아로 퍼졌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동방 교회의 고전적, 문학적, 종교적 
언어로 쓰이고 있다. 역사의 초기부터 그리스-
라틴 기독교 전통이 서방을 향해 대칭적으로 
이동해가던 가운데, 시리아 기독교는 인도와 
중국까지 동방으로 퍼져갔다. 시리아 기독교는 
이슬람 문화와 가장 밀접하게 교류했던 기독교의 
한 분파이기도 하다.
RIGHTS SOLD
Rights sold for 3 langages: 영어, 러시아어 
(Veche), 아랍어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3000부 판매 
> 아랍 역사와의 만남' 그랑프리 수상 2018

9782251447155 | 2017 | 272쪽 | 15 x 21,5 cm | 25.50 €

 Le Polythéisme grec  
à l'épreuve d'Hérodote

헤로도토스로 헤로도토스로 
바라본 그리스 바라본 그리스 
다신교다신교
종교와 다신교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하나의 
단수 명사로서의 '그리스 종교'란 존재하는가? 
그리스 신들은 다양한 종파에 용해되어 그 
흔적을 잃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 속에 
'신앙'을 논할 수 있을까? 모든 그리스 공동체가 
공유하는 통념에 기반한 다양한 제사 관행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시발점으로,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의 유동적이고 복수적인 신들의 
존재, 그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9782251451459 | 2020 | 256쪽 | 13,5 x 21 cm | 21.5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뱅시안 피렌 델포르주

그리스 종교의 복잡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프랑수아즈 브리퀠 샤토네
뮈리엘 데비에

2000년의 시리아 역사와 
문화에 접근하기 위해 100 
개 이상의 삽화, 11개의 
지도 및 다양한 텍스트를 
연구한 전례없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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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Vol dans les airs au Moyen Âge :  
Essai historique sur une utopie 
scientifique

중세 시대의 중세 시대의 
공중 비행공중 비행
과학적 유토피아에 
대한 역사 에세이
인간의 비행은 중세 사상에 대한 진정한 지적 
도전이었다. 새의 자연적인 능력, 영혼과 천사와 
악마 등 정신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독창성 
등,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문제는 여러 복잡한 
질문을 제기했다. 중세 과학자들이 비행의 기본, 
문제점들, 그리고 역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는 가벼운 공기 중에 
무거운 물체를 띄운다는 물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를 다룬 독창적인 역사 
에세이. 이 책에서 독자는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현상에 대항했던 과학자들과 역사의 추진자들을 
목격할 것이다.

9782251451039 | 2020 | 240쪽 | 15 x 21,5 cm | 24.50 €

 Les Aventuriers de la mémoire perdue : 
Léonard, Érasme, Michelet et les autres

잃어버린 잃어버린 
기억의 기억의 
탐험가들탐험가들
레오나르도, 
에라스무스, 미슐레…
이 책 속의 탐험가들은 인본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잃어버린 고대 문화를 되찾는 
것. 이들은 회화, 연극, 천문학, 종교는 물론 
식민지인들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했으며, 종종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고대 문화의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자유로운 
사상이 있는 문명, 즉 지금껏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류의 문명을 일궈낸다. 표현의 자유가 다시 
한번 위협받는 시기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르네상스 탐험가들의 사회 참여는 깊은 울림과 
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9782251451442 | 2020 | 632쪽 | 16 x 24 cm | 29.5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장 크리스토프 살라댕

과거의 유산을 
되살림으로써 미래를 
건설하는데 일조했던 
르네상스 시대의 
탐험가들을 이야기한다.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니콜라 웨일 파로

중세 시대에 인간의 비행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이 '실현불가능한 현실'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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