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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낭비 제로 유기농 레시피

카멜 조

낭비 제로 유기농 수프

대학살

연결을 끊어라

동물처럼

재활용으로 만들기

교도소를 해체하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

뿌리와 유전자

횡단보도

조건 없는 평등

퍼머컬처

퍼즐 패밀리

재활용, 거대한 속임수

숲을 숨기는 기후

물에 뛰어든 여우

우주 생성론

소로와 나

뤼 드 레쉬퀴에
www.ruedelechiquier.net

해외 저작권 Christian Voges : vogesforeignright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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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 드 레쉬퀴에
Children's Books

스테파니 베르모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다.

Avoir peur

만화·그래픽 노블

Camel Joe

두려움

카멜 조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두렵게 하기도 한다. 어떤 두려움은
개별적이고, 어떤 두려움은 보편적이다.
우리는 홀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집단으로
두려워하기도 한다. 두려움은 인간 존재에
내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수치를 느끼며 부정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곤 한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보내는 효과적인 신호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콩스탕스는 연재만화
<카멜 조>를 통해 수많은 여성이 매일같이
겪는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다.
<카멜 조>는 표범 무늬 레깅스를 입고 소녀들을
괴롭히는 악랄한 마초들을 처단하는 자경단
카멜 조의 바쁜 일상을 그려낸 만화 속의 만화다.
유쾌하고 펑키한 자신만의 스타일과 톤을 가지고
있는 작가 클레르 뒤플랑의 유머러스하고
에너지 넘치는 만화.

RIGHTS SOLD

2개국에서 출판됨: 중국 (Duku),
이집트 (Dar-Altanweer)

클레르 뒤플랑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차별에 맞서는 자경단 카멜
조가 나타났다.

9782917770405 | 2012 | 160 pages
12x20 cm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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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OUT MORE

> 애니메이션 제작중
9782374251240 | 2018 | 120 pages
17x24 cm |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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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 드 레쉬퀴에
인문사회·에세이

Carnage : Pour en finir
avec l'anthropocentrisme

만화·그래픽 노블

대학살

동물처럼

인류 중심주의를
종식 시키려면

장 마르크 강실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충격적인 에세이.

인간이 지배와 착취를 바탕으로 동물과
맺어 온 관계에 대해 타협 없이 적나라하게
그려낸 책이다. 저자는 동물의 감수성에
대한 비윤리적인 무시와 글로벌 식품 산업의
속임수 등 동물에 대한 대학살은 결국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인류에게도
비극의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한다.
'인류 중심주의'를 종식하기 위한 행동 강령을
제시하며 경종을 울리는 책이다.

Comme une bête
(ou comment je suis devenu végétarien) :
je suis devenu végétarien)

나는 어떻게
채식주의자가
되었는가
세드릭 탈링
동물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육류 소비에 관해 힘 있는
의문을 제기하는 만화.

FIND OUT MORE

> 30 Millions d'amis 문학상 최종 후보 (2020)
9782374252421 | 2020 | 208 pages
14x21 cm | 18.00 €

이제 13살인 대녀 카미유가 채식주의자가 된
것을 알았을 때, 리샤르의 마음속에는 깊은
의문이 생겨났다. 시간이 흐르며 리샤르는
동물 보호론자, 채식주의자, 그리고 생명체
전반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갖게 된다. 리샤르는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버리고 변신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현대인의 식단의 문제를
탐구하고, 평범했던 한 인물이 채식주의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독창성과 유머로 그려냈다.
9782374252254 | 2020 | 128쪽
17x24 cm | 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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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 드 레쉬퀴에
인문사회·에세이

Décarcérer : Cachez cette prison
que je ne saurais voir

인문사회·에세이

교도소를
해체하다

뿌리와
유전자

저자 실뱅 뤼세는 새로운 감옥을 짓는 대신
감옥을 없애 버리자고, 낡은 감옥을 보수하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형벌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교도소가 범죄에 대한 비효율적인 해결책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는 이미 오래다. 평생 감옥에
갈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도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보고 검토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언론인 드니 르페브르는 시대에 따른 농업의
진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문제를 논한다. 어떻게
농업은 세계 인구 전체를 먹일 수요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가? 특히 2050년에 90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인구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제의 해답은 더욱 시급해 보인다.
하나의 박스에 두 권의 책이 세트로 구성되어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가 보려 하지
않는 감옥에 관하여
실뱅 뤼세
이제, 시선을 회피하지
말고 교도소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할 때다.

Des racines et des gènes (Coffret) :
Une histoire mondiale de l'agriculture

세계 농업의
역사
드니 르페브르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두 권의 책에 담긴 세계
농업사.

9782374252261 | 2020 | 128쪽
11x19 cm | 10.00 €

9782374251080 | 2020 | 512 & 592쪽
11x17,5 cm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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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 드 레쉬퀴에
인문사회·에세이

L'Égalité sans condition :
Osons nous imaginer et être semblables

어린이·청소년

조건 없는 평등

퍼즐 패밀리

정치철학자이자 헌신적인 페미니스트인 레잔
세낙은 성별, 사회적 또는 인종적 출신, 종교,
성적 선호 등 모든 지표를 넘어선 조건 없는
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부수어야 할 신화로서의
전통적인 평등의 개념에 도전장을 던진다. 레잔
세낙은 다양한 예시를 통해 불평등의 재생산에
참여하는 동시에 평등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보다 포괄적인 논의에서부터 미투
운동 등을 통해 촉발된 최근의 성 평등 논쟁에
이르기까지 현재 프랑스 페미니즘의 움직임을
되짚어본다.

재혼 등으로 재구성된 한 가족의 연대기를
그려낸 독특한 작품으로, 코믹하고 짜증 나고
다정하고 폭발 직전의 다양한 상황을 오가는
가족의 일상의 순간들을 그려낸, 스케치와도
같은 흑백 그래픽 노블이다. 물론 가족들과 함께
읽으면 더욱 재미있다!

감히 상상하라,
그리고 실현하라

레잔 세낙
레잔 세낙은 조건 없는
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던 평등의
신화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a Famille Puzzle : Petites chroniques
d'une famille recomposée

재구성된 가족의
작은 연대기

파스칼 부조
재구성된 가족은 퍼즐과도
같다. 퍼즐 조각들은
각자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RIGHTS SOLD

일본에서 출판됨 (Keiso Shobo)
9782374251479 | 2019 | 96쪽
11x19 cm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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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2374251998 | 2020 | 96쪽
15x21 cm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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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 드 레쉬퀴에
인문사회·에세이

Le climat qui cache la forêt :
Comment la question climatique occulte
les problèmes d'environnement

만화·그래픽 노블

우주 생성론

숲을 숨기는
기후
기욤 생트니
국가나 NGO 혹은
미디어가 기후 변화 문제에
부여한 우선 순위는 과연
정당한 걸까?

기후 변화는 어떻게
환경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었는가.
국가나 NGO 혹은 미디어가 기후 변화 문제에
부여한 우선 순위는 과연 정당한 걸까? 이들
기관에도 기후 변화는 주요 쟁점이지만,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생물 다양성 파괴나 토양
악화 등의 주제보다 시급히 다뤄지지는 않고
있다. 저자는 주요 국제기구의 권장 사항에서
나타나는 우선순위의 구조, 각 쟁점과 연관된
경제적 비용 등을 비교하며 이러한 현상을
입증한다.

Les Cosmogoniales :
Un chant de Silène

실레누스의 노래

히아신투스
우주의 창조를 추적하는
독특한 삽화가 담긴 그림책.

9782374251776 | 2019 | 256쪽
11x17,5 cm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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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물로 그린 삽화로 꾸며진 이 만화는 근원의
빛에서부터 지구상에 생명체가 출현하기까지,
우주 창조라는 독특한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저자는 오늘날 현대의 과학이 우리의
기원에 관해 주장하는 사실과 고대 그리스
작가들의 작품에서 빌어온 시간의 깊이에 관한
우주적인 비전을 대비시키며, 생명체의 출현과
인류의 출현에 관한 새롭고 시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RIGHTS SOLD

터키에서 출판됨 (Argo)
9782374251530 | 2019 | 192쪽
18,5x30 cm | 2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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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 드 레쉬퀴에
실용·자기계발·취미

Ma cuisine bio et zéro déchet :
58 recettes végétariennes pour cuisiner
responsable et mieux se nourrir

실용·자기계발·취미

낭비 제로
유기농 레시피

낭비 제로
유기농 수프

환경을 생각하는 58
가지 채식 레시피
델핀 포카르
낭비 제로, 유기농'
레시피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저자 델핀 포카르는 최대한 낭비를 피하고
유기농 식품을 사용하는 요리를 즐기는
가정에서 성장했다. 이러한 교육 덕분에 그녀는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음식이 영양가 면에서도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더 경제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저자가 직접 촬영한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조리법이 상세히 설명된 52가지 '
낭비 제로 유기농' 레시피를 통해 건강하고
맛있고 즐거운 요리를 시작할 수 있다.

Mes soupes bio et zéro déchet :
75 recettes de veloutés, soupes et
accompagnements gourmands

75가지 소스, 수프,
부식 아이디어
스테파니 포스탱
일년 내내 수프를 즐길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요리법!

9782374251585 | 2019 | 128쪽
17x22 cm |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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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수프, 재료를
썰거나 갈아서 만드는 수프, 뜨겁거나 차가운
수프, 달콤하거나 짭짤한 수프, 혹은 매콤한
맛의 수프, 끓이거나 혹은 날것으로 먹는 수프...
모든 이들의 입을 즐겁게 해줄 다양한 종류의
수프 레시피가 소개된 책이다. 75가지의 놀랍고
다채로운 수프 요리법은 물론, 수프에 곁들일
토핑과 스프레드 등 방대한 레시피를 제공한다.
9782374251899 | 2019 | 144쪽
17x22 cm |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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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 드 레쉬퀴에
어린이·청소년

Mission déconnexion

어린이·청소년

연결을 끊어라

로랑스 브릴
레오 루이 오노레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의
삶과 지구를 오염시키는

로랑스 브릴은 20년 넘게 현대인의 디지털 문화
사용을 중점적으로 관찰해온 저널리스트다.
저자는 뉴스 또는 인덱스, 온라인 친구, 디지털
문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상의 괴롭힘
등 디지털 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제에 대해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이 책은 디지털 문화가 낳은 또 하나의 명백한
문제인 환경 오염을 다루며 디지털 문화의
영향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을 넓혀준다.
9782374252339 | 2020 | 40쪽
14x19,6 cm | 8.00 €

Mission récup'

재활용으로
만들기

뱅시안 오코모
클레르 르 갈
버리고 낭비하는 대신
재활용해서 만들면 어때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작은
가이드북.

3 4 5 6 7 8 9 10 11 12

저자 뱅시안 오코모는 아이들이 재활용의 예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창의성의 길로 인도한다. 낡은
옷을 바느질해서 다른 물건으로 재탄생시키기,
비닐봉지로 뜨개질하기, 골판지 상자로 가구
만들기 등 다양한 종류의 재료로 공예품을
만들거나 기발하게 활용하는 법을 제공하며,
어린이 독자들이 차근차근 따라 할 수 있도록
삽화를 통해 만들기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9782374251905 | 2019 | 40쪽
14x19,6 cm |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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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 드 레쉬퀴에
인문사회·에세이

Ne plus se mentir :
Petit exercice de lucidité par temps
d'effondrement écologique

인문사회·에세이

거짓말은
이제 그만

횡단보도
걸으며 하는
디지털 디톡스

생태 붕괴의 시대,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장 마르크 강실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생태적 활동주의를
촉구하는 장 마르크 강실의
급진적인 시선.

장 마르크 강실은 그동안 본질적으로 지구의
생태적 한계에 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만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도전 과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급진적인
생태적 활동주의로의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
지구 환경이라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맞서 우리의
집단적 힘과 전투적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이상적인 소비와 녹색 성장의 가능성 등의 신화는
이데올로기적이고 소모적인 바람막이에 불과하다.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방어에 나서야 한다. 아직은
지구를 구할 시간이 남아 있다.

Passage piéton :
Récit d'une détox numérique
par la marche

로랑스 브릴
그녀는 어떻게 걷기를 통해
과도한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났을까?

FIND OUT MORE

> 7500부 이상 판매됨 (프랑스)
9782374251462 | 2019 | 96쪽
11x19 cm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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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누구보다도 활발히 온라인 생활을
이어가던 저널리스트 로랑스 브릴은 점점 디지털
생활에 압도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정지'
버튼을 누르고 디지털과 거리를 두기로 결정한
그녀는, 1년가량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대신
밖으로 나가 산책을 했다.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속도를 늦추고 자연을 재발견하며
자신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걷기'에
대한 웅장한 찬사와도 같은 책이다.

9782374251950 | 2020 | 136쪽
13x20 cm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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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 드 레쉬퀴에
만화·그래픽 노블

Permacomix : Vivre en permaculture,
mode d'emploi

인문사회·에세이

퍼머컬처

재활용,
거대한 속임수

지속 가능한 서식지
사용 가이드

기주
세실 바르네우
퍼머컬쳐(영속농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 주는
최초의 만화!

대기업 직원으로 사는 생활에 지치고 우울해진
가에탕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 그러던
중 여자 친구 이지아가 오랫동안 푹 빠져 있던
퍼머컬처, 즉 영속농업에 우연히 빠져들게
되면서 가에탕은 희망을 실행에 옮긴다. 두
사람은 함께 안식년을 보내며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지속 가능한 인간의 서식지 구축을
목표로 퍼머컬처의 윤리적인 개념과 설계
프로세스를 배우기로 결정하는데…

Recyclage, le grand enfumage :
Comment l'économie circulaire
est devenue l'alibi du jetable

플로르 베를링겐
재활용이 단지 미끼였다면?

9782374252506 | 2020 | 160쪽
17x24 cm | 19.90 €

순환경제는
어떻게 일회용품의
알리바이가 되었나

자원이 과소비되고 폐기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은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에 맞서는 만병통치약처럼 보인다. 폐기물
관리 전문가인 저자는 무한히 재활용 가능한
제품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낸 순환경제의
무책임한 약속을 파헤친다. 저자는 생산주의 및
자본주의의 선상에서 재활용이라는 속임수가
어떻게 일회용품의 사용을 영속화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보여준다.
9782374252001 | 2020 | 128쪽
14x21 cm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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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 드 레쉬퀴에
어린이·청소년

Renard se jette à l'eau

만화·그래픽 노블

물에 뛰어든
여우

플로리안 리카르
피브르 티그르
어린이들이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돕는 생태 우화.

소로와 나

부아쟁사의 새로운 청소용 세제는 기능이
훌륭합니다. 조금은 지나치게 훌륭한 것 같기도
하군요. 세제에 닿기만 하면 무엇이든 전부
녹아버리니까요. 다행히도 우리의 여우가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독성 세제가 하수구를
통해 빠져나와 강물로 흘러드는 것을 본 여우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일단
흘러들기 시작하면 막을 재간이 없는데... 과연
여우는 독성 물질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성장 모델의 막다른 골목에

RIGHTS SOLD

직면한 지구, 어떻게 하면

폴란드에서 출판됨 (Format)
9782374251004 | 2018 | 40쪽
17x20,5 cm | 12.90 €

Thoreau et moi

세드릭 탈링

인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파리에 사는 40대 화가 세드릭은 생태적 위험과
에너지 절약의 시급성을 다루는 다양한 책을
읽고 나서 '환경 불안'이라는 실존적 고통에
시달린다. 불안에 시달리던 그는, 느림의 철학을
설파했던 인물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정신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화가는 2세기 전을 살다
간 옛 철학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본주의와
소비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통감하게 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명작 <월든>에서 영감을
받아, 오늘날 우리 안에 내재한 생태학적
불안감에 관한 놀라운 내적 탐구를 그려낸 만화.

RIGHTS SOLD

영어로 출판됨 (Thoreau and I, Self Made Hero)
9782374251523 | 2019 | 128쪽
17x24 cm | 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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