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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nologie de la porte

문의 민족학문의 민족학
에티올의 막달레니안에서 바빌론의 이슈타르의 
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식 문과 로마의 개선문, 
로댕의 지옥의 문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문'
이라는 일상적인 물건에 관한 상상력의 구성을 
추적한다. 역사와 사회를 반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들을 통해 우리는 내부와 외부, 열린 
것과 닫힌 것, 안녕과 위험을 생각해보게 된다.
RIGHTS SOLD
아랍어로 출판됨  
(Barhain Authority for Culture  
and Antiquities)

9782864248415 | 2012 | 480쪽 | 15,3x24 cm | 22.00 €

 Ethnologie du bureau

사무실의 사무실의 
민족학민족학
안방의 민족학'과 '문의 민족학' 이후, 이번에 
저자는 우리를 사무실로 초대한다. 오늘날 
우리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가장 흔히 
떠오르는 장소인 사무실. 베네딕트회 수도사에서 
현대의 젊은 임원까지, 나폴레옹의 사무실부터 
카프카적인 관료의 사무실까지, 필경사의 
책상에서 디지털 유목민의 공동 작업실에 
이르기까지, 알고 보면 현대 사회 발전의 중심에 
위치한 장소인 작업실과 사무실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책!

9791022610599 | 2020 | 304쪽 | 14x21,5 cm | 21.5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파스칼 디비에

수도원의 필경사에서 21
세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무실을 
여행한다.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파스칼 디비에

좁은 출구에서 기념비적인 
문까지, 문은 어디에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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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aronne

마마 위드마마 위드
존재에 대한 도덕적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한 여성이, 자녀를 키우면서 겨우 살아보려 발버둥 
치는 한 여성이, 수천 시간의 전화 통화를 통역하며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정의를 섬겨 오던 여인이, 
어떻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을까? 
간단하다. 대마초 더미를 빼돌리면 되고, 특히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즐거운 분리' 상태로 하면 된다. 
그렇게 그녀는 '마마 위드'가 된다.

RIGHTS SOLD
7개국에서 출판됨: 미국-캐나다  
(The Godmother, Black Inc.) 영국  
(The Godmother, Old Street Publishing)  
독일 (Die Alte, Argument Verlag) 아이슬란드 
(Múttan, Forlagid) 스페인 (La Madrina, Siruela)

FIND OUT MORE
> 2017 범죄소설 상/ 
   2017 유럽 Le Point du polar 상 
>  영화화 (장 폴 살로메 감독,  

이자벨 위페르 주연)

9791022606073 | 2017 | 176쪽 | 14x21,5 cm | 17.00 €

 Les Enfants d'Achille et de Nike :  
Éloge de la course à pied ordinaire

아킬레스와 아킬레스와 
니케의 아이들니케의 아이들
달리기를 찬양하다
극한에 대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것에 대한 
욕망, 그리고 신체에 대한 숭배. 달리기는 언제나 
새로운 추종자를 끌어들이는 인기 많고 민주적인 
스포츠다. 달리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러너이자 
민족학자인 저자는 뉴욕 마라톤이나 파리 마라톤 
등의 역사적인 경주를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달리기와 나란히 놓고 분석함으로써 '달리기'라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의식을 설명한다. 달리기는 
우리의 신체는 물론 도시와 공동체를 되찾는 데 
기여하는 자유의 한 형태이다.

9791022606592 | 280쪽 | 14x21,5 cm | 19.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마르틴 세갈렌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현대적인 일입니다.

문학문학

아늘로르 케르

경찰의 현실에 대한 
무자비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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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her la vie :  
Un art tranquille du bonheur

인생을 걷다인생을 걷다
조용한 행복의 기술
걷기에 대한 현대사회의 열정은 걷는 사람 
자신의 다양한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몸으로 세상을 만나고자 하는 욕망, 반복되는 
일상을 멈추고 싶은, 발견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일상의 부침을 내려놓고 새로 
태어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모험에 대한 욕망과 
만남에 대한 욕망. 다비드 르 브르통이 <걷기 
예찬>을 출판하며 걷기의 미덕을 온 세상에 
알린 지 어느새 20년, 저자는 다시 한번 걷기의 
즐거움과 그 의미로 돌아가 테크놀로지의 세상 
속  지친 영혼에 걷기가 주는 치료적 덕목을 
이야기한다.

9791022610728 | 2020 | 168쪽 | 12,5x19 cm | 10.00 €

 Patagonie route 203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루트 203루트 203
신비한 색소폰 연주자 파커는 파타고니아의 
인적 드문 길을 여행한다. 길 위에서 그는 
혼란스러운 논리를 가진 데다 동정이라고는 
없으며 가능성이 전무해 보이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적대적인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며, 유원지의 계산원과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작가의 놀라운 데뷔작.
FIND OUT MORE
>  2019 Casa de las Americas 상/  

2020 Transfuge du Meilleur roman 
hispanophone 상

9791022610605 | 368쪽 | 14x21,5 cm | 22.50 €

문학문학

에두아르도 페르난도 바렐라

남부에서 가장 험악하고 
덜컹대는 도로를 지나는 한 
남자의 훌륭한 로드 트립.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다비드 르 브르통

<걷기 예찬>의 다비드  
르 브르통 최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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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esse oblige

부의 의무부의 의무
19세기, 엄청난 재산을 창출한 부자들은 
대체품을 구매해줌으로써 자녀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했다. 오늘 날 그 부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이 있으며, 또한 그 부를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후손이 있다. 의혹을 피해가며 가계도를 
가지치기해서 궁극적으로 부를 상속받는 데 
성공하는 법이 있을까? 악당들과 유머로 가득한 
누아르 소설.
FIND OUT MORE
> 2020 역사 누아르 소설 상

9791022610223 | 2020 | 224쪽 | 14x21,5 cm | 18.00 €

 Rire : Une anthropologie du rieur

웃음웃음
웃음의 인류학
웃음의 사회적, 정서적, 감정적, 신체적 측면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사교성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개인의 역사에도 깊이 새겨지게 
마련인 웃음의 순간들은, 스트레스로 가득한 
일상 속 일종의 쉼표가 되어 준다. 아이러니의 
웃음, 조롱, 유머와 외설을 통한 웃음까지, 모든 
종류의 웃음을 다루는 책.

9791022608282 | 2018 | 300쪽 | 14x21,5 cm | 22.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다비드 르 브르통

웃음의 모든 것을 다룬 책.

문학문학

아늘로르 케르

의혹을 피해가며 가계도를 
가지치기해서 궁극적으로 
부를 상속받는 데  
성공하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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