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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판매 현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관련 최신 정보는 해당 출판사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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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las de l'Anthropocène

인류세 인류세 
아틀라스아틀라스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의 파괴, 인구통계학적 
변화, 도시화, 대기 오염, 토양 악화, 자연재해, 
산업 사고, 건강 위기, 사회 운동, 국제 
정상회담... 생태 위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모은 최초의 아틀라스이자 현재 지구의 상황에 
대한 적나라하고 분명한 검토서. 독자의 행동을 
촉구한다.
RIGHTS SOLD
이탈리아어 저작권 판매 완료  
(Mimesis Edizioni)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5000부 판매

9782724624151 | 2019 | 164쪽 | 21x24 cm | 25.00 €

 Atlas des mondes urbains

도시 환경 도시 환경 
아틀라스아틀라스
오늘날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살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의 가속 현상 뒤에는 어떤 현실이 
숨어 있을까? 거대 도시가 형성되고, 시골이 
사라지고, 건물이 수평으로 수직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불평등과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 도시 
밀집화는 인류세가 시작되었다는 분명한 
신호이며, 지구 온난화와 생물다양성 파괴 및 
기후 변화의 주범이다. 이 책은 현재와 미래의 
도시 환경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공하는 아틀라스이다.

9782724626100 | 2020 | 144쪽 | 21x24 cm | 25.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에릭 베르데이
시앙스포 지도 제작 

아틀리에

도시 환경에 대한 전례 없는 
아틀라스.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프랑수아 주멘
알렉산다르 란코비치
시앙스포 지도 제작 

아틀리에

생태 위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모은 최초의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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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nc de plomb :  
Histoire d'un poison légal

백납백납
합법적인 독의 역사
우리의 일상에서 석면, 살충제, 프탈레이트 등 
무수한 독극물로부터 안전한 영역은 없다. 이 
물질들은 이미 입증되었거나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는 발암 물질 또는 내분비 교란 물질들이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해당 물질을 함유한 물건들을 사용한다. 이 
책은 과거 오랫동안 합법적인 독성 물질이었던 
'백납'의 역사와 백납 합법화를 둘러싼 사회적, 
산업적, 과학적, 정치적 논리를 파헤침으로써, 
우리가 어째서 이러한 독성 물질들을 수용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려 한다.
FIND OUT MORE
> 500부 판매됨 (프랑스) 
> 2020 Prescrire 상

9782724624359 | 2019 | 372쪽 | 13,8x21 cm | 26.00 €

 Culture numérique

디지털 문화디지털 문화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도약은 종종 
산업 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과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디지털 혁명은 무엇보다도 
'인지 혁명'이기에 산업혁명 보다는 인쇄기의 
발명과 비교되어야 한다. 디지털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지식과 정보를 주입하게 되었다. 
디지털 문화를 만든 것은 우리 자신이었으나, 
이제는 디지털이 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기에 인류는 앞으로 어떠한 디지털 문화를 
구축해나가야 하는지 숙고해야만 한다.
RIGHTS SOLD
에스토니아어 저작권 판매 완료  
(Tallinn University Press)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8000부 판매

9782724623659 | 2019 | 430쪽 | 12x19 cm | 19.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도미니크 카르동

우리는 어떠한 디지털 
문화를 구축해나가야 
하는가.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쥐디트 레이노른

오랫동안 납 중독의 
원인이었던 백납의 
합법화를 둘러싼 사회적, 
산업적, 과학적, 정치적 
논리를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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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x degrés

2°C2°C
지구 온난화를 2°C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유는 
화석 연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존, 특히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의존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금의 속도로 계속해서 달려간다면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 
책은 현재 인간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조금은 덜 
암울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혁의 길을 제시한다.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500부 판매

9782724624403 | 2019 | 280쪽 | 12,5x19 cm | 16.00 €

 Et les Juifs bulgares furent sauvés

그리고 불가리아 그리고 불가리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구원받았습니다.구원받았습니다.
불가리아는 유럽에서 유대인 공동체의 추방을 
거부한 예외적인 나라였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불가리아의 이미지는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1941년과 1945년 사이에 
불가리아가 참여했던 추축국이 점령한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 영토에서 대두분의 
유대인들이 폴란드로 추방되거나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잊혔다. 저자는 방대한 자료와 
아카이브를 조사한 끝에 오랫동안 진실로 
믿어졌던 사실에 대한 진실된 기원을 
재구성해냈다. 독창적인 접근 방식과 스타일의 
역사적 조사서로, 과거의 침묵에 대한 모범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 책이다.

9782724626506 | 2020 | 382쪽 | 13,8x21 cm | 26.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나데주 라가루

과거의 침묵에 대한 
모범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 
매우 독창적인 접근 방식과 
스타일의 역사적 조사서.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에드윈 자카이

2°C는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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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semblée générale des Nations Unies : 
Une institution politique mondiale

유엔 총회유엔 총회
국제 의사결정 기관
유엔 총회는 단순히 세계 지도자들이 연설을 
하러 오는 무대가 아니다. 유엔 총회는 
다자주의 정치의 중심지이자 우리 행성에 대한 
공통의 의견서가 만들어지는 용광로와도 같다. 
유엔은 지난 64년 동안 격렬한 외교 협상의 
진원지였으며 자결권, 인권, 안보, 개발, 환경 
등에 대한 강력한 발언권을 가져왔다. 유엔 
총회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참고서.
FIND OUT MORE
> 500부 판매됨 (프랑스)

9782724625455 | 2020 | 300쪽 | 13,8x21 cm | 24.00 €

 L'Economie féministe :  
Pourquoi la science économique  
a besoin du féminisme et vice versa

페미니즘 페미니즘 
경제학경제학
경제학에 필요한 
페미니즘, 페미니즘에 
필요한 경제학
경제학은 남성이 이끄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남성에 의해 고안된 학문이다. 여성의 존재감이 
가장 적은 사회 과학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성 경제학자는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저자는 명백한 중립성에 기반하여 경제학적 
개념과 분석의 베일을 벗겨 경제학의 숨겨졌던 
면모를 파헤치고, 밥벌이하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가부장적 모델의 형성 
기반을 해부한다.

9782724626759 | 2020 | 216쪽 | 12,5x19 cm | 15.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엘렌 페리비에

페미니즘 경제학은 양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지식과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기욤 드뱅
프랑크 프티빌
시몽 토르지만

유엔 총회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참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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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Tragédie de la croissance :  
Sortir de l'impasse

성장의 비극성장의 비극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마치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곤 한다. 우리는 집단적 
인지 부조화에 시달리고 있다. 집단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바라며 당황스러운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성장에 대한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의 개념을 회복하고, 호혜성을 다시 
생각하고, 부채를 종식시키고, 자연과의 대화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500부 판매

9782724622751 | 2018 | 168쪽 | 12,5x19 cm | 14.00 €

 Le biais comportementaliste

행동주의의 행동주의의 
편향편향
넛지' 기법은 개인의 인지적 편향을 이용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넛지 기법은 
실행하기도 쉽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환경, 건강, 재정, 세금 등 수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한 알파이자 오메가가 되었다. 그러나 넛지 
기법의 성공을 이해하고 그 한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행동심리학적 기초 지식과 그 적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FIND OUT MORE
> 1000부 판매됨 (프랑스)

9782724622409 | 2018 | 128쪽 | 12,5x19 cm | 14.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앙리 베르주롱#BR#파트릭 
카스텔

소피 뒤뷔송 켈리에 
잔 라자뤼스

에티엔 누게즈 
올리비에 필미스

공권력은 특정한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인의 
인지 편향을 이용한다.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질베르 리스트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고 
성장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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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Hasard et le pathologique

확률과  확률과  
병리학병리학
공중 보건의 위기가 대두된 지금, 의료 통계는 
공권력이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 
부상했다. 의료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와 계산에 
대한 인식에도 역사가 존재한다. 17세기, 사망 
기록에 관한 자료를 해석하며 시작된 의료 
통계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시대가 도달한 
수학적 지식의 수준 및 공중 보건의 정치적 비전, 
의료 행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변화되어 
왔다.
FIND OUT MORE
> 500부 판매됨 (프랑스)

9782724626452 | 2020 | 208쪽 | 13,8x21 cm | 20.00 €

 Le Moment Nuremberg :  
Le procès international, les lawyers  
et la question raciale

뉘른베르크 뉘른베르크 
재판재판
국제 재판,  
변호사들, 인종 문제
이 책은 미국에서 그 토대를 마련하고 토론을 
이끌었던 변호사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는 뉘른베르크 재판이라는 
실험적 순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직업적, 
사회적, 문화적 제약의 범위를 보여준다.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권 투쟁이나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에 뉘른베르크가 끼친 
영향에 관해, 궁극적으로 국제 사법 시스템의 
출현에 미친 영향에 관해 자문한다.
FIND OUT MORE
> 500부 판매됨 (프랑스)

9782724624205 | 2019 | 264쪽 | 13,8x21 cm | 23.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기욤 무랄리스

역사학과 국제법의 
관점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의 결과와 그 영향을 
분석한다.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마티외 코르텔

의료 통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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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Métamorphoses du travail contraint : 
Une histoire globale XVIIe-XIX siècles

강제 노동의  강제 노동의  
역사역사
17~19세기의 강제 노동
역사학자 알레산드로 스탄치아니는, 폴란드 출신 
작가 조셉 콘랜드가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과 
노예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강제 노동의 역사에 
접근한다. 러시아의 농노, 프랑스와 영국 
제국의 선원들과 노동자들, 인도양의 이민자와 
노예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이었던 
콩고에서 식민지 기업들은 이윤 추구에 눈이 
멀어 원주민에 극심한 폭력을 자행하고 노동을 
강제한 바 있다. 계몽주의 사상에서 법의 
진화, 그리고 노동 조건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강제 노동의 역사는 
자유 노동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다.
FIND OUT MORE
> 500부 판매됨 (프랑스)

9782724626209 | 2020 | 328쪽 | 13,8x21 cm | 24.00 €

 Terres, pouvoirs et conflits (2e édition) : 
Une agro-histoire du monde

땅, 권력,  땅, 권력,  
갈등 (제2판)갈등 (제2판)
땅의 역사
토지는 그 땅의 소유자에게만 자원을 제공하고 
권한을 부여한다. 우리는 언제나 토지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었다. 정복, 내전, 권위주의...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 문제를 배경으로 
했던 역사 속의 피비린내 나는 풍경이 얼마나 
많았던가? 영토 확장을 통해 지배와 안보에의 
열망을 표현했던 국가는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땅이 도난당하는 것을 보고, 
꿈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목격했는가?
RIGHTS SOLD
아랍어 저작권 판매 완료  
(Libannon - Dar Al Farabi)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1000부 판매

9782724625356 | 2020 | 396쪽 | 13,8x21 cm | 20.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피에르 블랑

토지 문제를 권력 논리의 
중심에 두어 재검토한 
새로운 현대사!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알레산드로 스탄치아니

강제 노동의 역사는 
자유 노동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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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éories et concepts  
de l'intégration européenne :  
2e édition mise à jour et augmentée

유럽 통합의 유럽 통합의 
이론과 개념이론과 개념
개정 및 증설 (제2판)
포퓰리즘, 브렉시트, 경제 및 금융 위기, 이민자 
및 난민 문제, 심지어 코로나바이러스 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감안할 때, 유럽 통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개발된 분석 도구가 필요하다. 이 책은 
정치 사회학, 공공 정책, 정치 이론 및 국제 
관계의 개념과 이론을 통합적으로 재고하고,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종합 개론서이다.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000부 판매

9782724626353 | 2020 | 448쪽 | 12,5x19 cm | 25.00 €

인문사회·에세이인문사회·에세이

사빈 소뤼제르

유럽   통합의 강점 및  
약점을 더 잘 논의하기  
위한 명확하고 완전한  
종합 개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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