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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트 쉬드    악트 쉬드  55  >>  88
>  새가 되어 살다>  새가 되어 살다
>  이 빵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빵을 먹지 않겠습니다
>  몬산토 내부문건에 의거>  몬산토 내부문건에 의거

한 라운드업 사건 조사서한 라운드업 사건 조사서
>  야생으로 회귀하는 유럽>  야생으로 회귀하는 유럽
>  삶의 방식들>  삶의 방식들
>  플라스틱 대양>  플라스틱 대양
>  빙산처럼 생각하라 >  빙산처럼 생각하라 

  알뱅 미셸    알뱅 미셸  99
>  알려지지 않은 지구 >  알려지지 않은 지구 

  CNRS 출판사   CNRS 출판사 
1010  >>  1616
>  철학 이후>  철학 이후
>  카르타고>  카르타고
>  가톨릭과 반유대주의>  가톨릭과 반유대주의
>  동물 형이상학 에세이>  동물 형이상학 에세이

>  역사를  >  역사를  
보편화해야합니까?보편화해야합니까?

>  아프리카의 국경>  아프리카의 국경
>  소셜의 관계>  소셜의 관계
>  나치 신비주의 :  >  나치 신비주의 :  

SS와 밀교 사이SS와 밀교 사이
>  주체의 문제>  주체의 문제
>  대학살자의 평범한 삶>  대학살자의 평범한 삶
>  약한 연결 고리의 힘>  약한 연결 고리의 힘
>  국경의 귀환>  국경의 귀환
>  에두아르 샤통의  >  에두아르 샤통의  

아주 작은 생명체들 아주 작은 생명체들 

  EHESS 출판사   EHESS 출판사 
1717  >>  2626
>  우에서 좌로>  우에서 좌로
>  기억을 저장하다>  기억을 저장하다
>  정치적인 몸>  정치적인 몸
>  모스크바에서 먼 땅까지>  모스크바에서 먼 땅까지
>  공존의 장소>  공존의 장소
>  은밀한 인터뷰>  은밀한 인터뷰

>  행동의 민족지학>  행동의 민족지학
>  삶의 순간들>  삶의 순간들
>  보이지 않는 시작>  보이지 않는 시작
>  철학적 식민지>  철학적 식민지
>  기호를 넘어서>  기호를 넘어서
>  우리 마음에 깃든  >  우리 마음에 깃든  

사회적 의미사회적 의미
>  11월 13일 테러 기념관>  11월 13일 테러 기념관
>  트로이를 찾아라>  트로이를 찾아라
>  나를 이야기하다>  나를 이야기하다
>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  과학의 소유자>  과학의 소유자
>  전쟁, 젠더를 형성하다>  전쟁, 젠더를 형성하다
>  라자만달라>  라자만달라
>  승리를 겪어내는 일 >  승리를 겪어내는 일 

  예수회 출판사   예수회 출판사 
2727  >>  2828
>  자본주의의 정신은 어디 >  자본주의의 정신은 어디 

있는가?있는가?

>  가족, 아름답고  >  가족, 아름답고  
연약한 그 이름연약한 그 이름

>  저 너머에>  저 너머에
>  위태로운 우리들의 집 >  위태로운 우리들의 집 

  파야르   파야르 
2929  >>  3434
>  카렐 4세>  카렐 4세
>  돼지, 생명체의  >  돼지, 생명체의  

단결을 도모하다단결을 도모하다
>  환경 전쟁 일지>  환경 전쟁 일지
>  삶의 경제학>  삶의 경제학
>  인간, 야생 동물  >  인간, 야생 동물  

그리고 전염병그리고 전염병
>  행복, 그 기쁨과 고통>  행복, 그 기쁨과 고통
>  히틀러의 방명록>  히틀러의 방명록
>  역사를 팝니다>  역사를 팝니다
>  할아버지께  >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세상물려받은 세상
>  자유롭고 평등한 목소리>  자유롭고 평등한 목소리
>  예측 불가능의  >  예측 불가능의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세상에서 잘 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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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마리옹   플라마리옹 
3535  >>  3838
>  아테네 403>  아테네 403
>  재앙을 멈춰라!>  재앙을 멈춰라!
>  인생 학교>  인생 학교
>  녹색 식민주의의 발명>  녹색 식민주의의 발명
>  유전자 오디세이>  유전자 오디세이
>  마녀의 장작>  마녀의 장작
>  보통 사람들의 시간>  보통 사람들의 시간
>  페렌치 샨도르 >  페렌치 샨도르 

  갈리마르   갈리마르 
3939  >>  4444
>  크로노스: 시간의 역사>  크로노스: 시간의 역사
>  르상티망에서  >  르상티망에서  

벗어나는 법벗어나는 법
>  여성과 문학의 문화사  >  여성과 문학의 문화사  

(중세~18세기)(중세~18세기)
>  여성과 문학의 문화사 >  여성과 문학의 문화사 

(19~21세기 프랑스어권)(19~21세기 프랑스어권)
>  평범한 삶>  평범한 삶

>  프랑스 지하디즘>  프랑스 지하디즘
>  초록의 세기>  초록의 세기
>  복종의 자유>  복종의 자유
>  폴 모랑>  폴 모랑
>  위기의 전단지>  위기의 전단지
>  우리가 몰랐던 사르트르 >  우리가 몰랐던 사르트르 

  괴트너   괴트너 
4545  >>  4747
>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

리고 이슬람교로리고 이슬람교로
>  고대 근동의 음악>  고대 근동의 음악
>  통행인>  통행인
>  고대 도시 팔미라>  고대 도시 팔미라
>  동방의 과학과 지식 >  동방의 과학과 지식 

  이날코   이날코 
4848  >>  5757
>  버마(미얀마) 2010-2017>  버마(미얀마) 2010-2017
>  키프로스 : 공동체  >  키프로스 : 공동체  

분쟁 해결에 대한 희망분쟁 해결에 대한 희망

>  밤바라어 수업>  밤바라어 수업
>  로마에서 뤼벡,  >  로마에서 뤼벡,  

단치히까지단치히까지
>  에밀 피콧, 루마니아 왕자 >  에밀 피콧, 루마니아 왕자 

비서관: 부쿠레슈티에서 비서관: 부쿠레슈티에서 
보낸 서신 (1866-1867)보낸 서신 (1866-1867)

>  역사지리학 백과사전:  >  역사지리학 백과사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제1권, 제2권)아시아 (제1권, 제2권)

>  국제연맹의 전문성>  국제연맹의 전문성
>  동아시아의 귀신 (제1권)>  동아시아의 귀신 (제1권)
>  동아시아의 귀신 (제2권)>  동아시아의 귀신 (제2권)
>  그리스 협력자들의 시련>  그리스 협력자들의 시련

의 역사 (1944-1949)의 역사 (1944-1949)
>  종, 대패, 괭이>  종, 대패, 괭이
>  터키어 동사 활용법>  터키어 동사 활용법
>  자연어의 실존적 서술>  자연어의 실존적 서술
>  조상은 어떻게  >  조상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만들어 졌는가
>  동방의 프랑스 병사들 >  동방의 프랑스 병사들 

(1915-1918)(1915-1918)
>  사랑의 제도: 법정,  >  사랑의 제도: 법정,  

사랑, 결혼사랑, 결혼

>  놓쳐서는 안 될  >  놓쳐서는 안 될  
히브리 시히브리 시

>  여성의 무장 투쟁>  여성의 무장 투쟁
>  중부·동부 유럽 및  >  중부·동부 유럽 및  

유라시아 29개국의  유라시아 29개국의  
2019년 성과표2019년 성과표

>  크레타의 베니스 >  크레타의 베니스 

  JC 라테   JC 라테 
5858
>  술에 취한 역사>  술에 취한 역사
>  줄라의 실종 >  줄라의 실종 

  쇠이 출판사   쇠이 출판사 
5959  >>  6060
>  피로의 역사>  피로의 역사
>  파리지엔느>  파리지엔느
>  이유 있는 몸>  이유 있는 몸
>  노동 선언문 >  노동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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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Seuil    Le Seuil  6161
>  어느 여행자의 죽음 >  어느 여행자의 죽음 

  쇠이 출판사    쇠이 출판사  6262
>  서양 무용의 새로운 역사 >  서양 무용의 새로운 역사 

  Le Seuil    Le Seuil  6363
>  식물이란 무엇인가 >  식물이란 무엇인가 

  쇠이 출판사    쇠이 출판사  6464
>  흑백의 세계>  흑백의 세계
>  유적의 보편적 역사 >  유적의 보편적 역사 

  레 벨 레트르   레 벨 레트르 
6565  >>  6868
>  고대 근동 역사 지도>  고대 근동 역사 지도
>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  후각의 문명화>  후각의 문명화

>  시리아 문화>  시리아 문화
>  헤로도토스로  >  헤로도토스로  

바라본 그리스 다신교바라본 그리스 다신교
>  중세 시대의 공중 비행>  중세 시대의 공중 비행
>  잃어버린 기억의  >  잃어버린 기억의  

탐험가들 탐험가들 

  리벨라   리벨라 
6969  >>  7070
>  신과 실리콘 밸리>  신과 실리콘 밸리
>  도스도예프스키>  도스도예프스키
>  동물들아, 고마워 >  동물들아, 고마워 

  메텔리에   메텔리에 
7171  >>  7373
>  문의 민족학>  문의 민족학
>  사무실의 민족학>  사무실의 민족학
>  아킬레스와  >  아킬레스와  

니케의 아이들니케의 아이들
>  인생을 걷다>  인생을 걷다
>  웃음 >  웃음 

  시앙스 포 출판원   시앙스 포 출판원 
7474  >>  8181
>  인류세 아틀라스>  인류세 아틀라스
>  도시 환경 아틀라스>  도시 환경 아틀라스
>  백납>  백납
>  디지털 문화>  디지털 문화
>  2°C>  2°C
>  그리고 불가리아 유대인>  그리고 불가리아 유대인

들은 구원받았습니다.들은 구원받았습니다.
>  유엔 총회>  유엔 총회
>  페미니즘 경제학>  페미니즘 경제학
>  성장의 비극>  성장의 비극
>  행동주의의 편향>  행동주의의 편향
>  확률과 병리학>  확률과 병리학
>  뉘른베르크 재판>  뉘른베르크 재판
>  강제 노동의 역사>  강제 노동의 역사
>  땅, 권력, 갈등 (제2판)>  땅, 권력, 갈등 (제2판)
>  유럽 통합의  >  유럽 통합의  

이론과 개념 이론과 개념 

  뤼 드 레쉬퀴에   뤼 드 레쉬퀴에 
8282  >>  8585
>  대학살>  대학살
>  교도소를 해체하다>  교도소를 해체하다
>  뿌리와 유전자>  뿌리와 유전자
>  조건 없는 평등>  조건 없는 평등
>  숲을 숨기는 기후>  숲을 숨기는 기후
>  거짓말은 이제 그만>  거짓말은 이제 그만
>  횡단보도>  횡단보도
>  재활용, 거대한 속임수 >  재활용, 거대한 속임수 

  살바토르   살바토르 
8686  >>  8989
>  사랑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건
>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
>  요셉>  요셉
>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
>  인간, 신의 경이>  인간, 신의 경이
>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
>  힘겨운 하루를  >  힘겨운 하루를  

위한 구일기도 위한 구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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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트 쉬드  악트 쉬드 www.actes-sud.frwww.actes-sud.fr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9   

 Je ne mangerai pas de ce pain là

이 빵을 먹지 이 빵을 먹지 
않겠습니다않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드리아노 파라노의 막내는 
글루텐을 절대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리하여 살아 숨 쉬는 빵이란 무엇인가를 찾아 
떠나는 3년 동안의 탐구가 시작되었다. 저자는 
그 여정을 통해 현대인의 건강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건드린다. 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기원 
이래 너무 달라진 현대의 빵은 짜고 달고 잡종 
밀로 만들어져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그러나 
희소식이 있다. 이 책 안에 그 대안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루에르그 | 9782812621130 | 2020 
128쪽 | 14x20,5 cm | 16.00 €

 악트 쉬드  악트 쉬드 www.lerouergue.comwww.lerouergue.com

 Habiter en oiseau

새가 되어 살다새가 되어 살다
뱅시안 데스프레의 손 끝에서 생생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탄생한 새들과 조류학자 
이야기. 이 책을 읽고 나면 기존에 알고 있던 '
영토'의 개념을 더는 당연하게 여기지 못할 
것이고, 새들의 노랫소리도 다르게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악트 쉬드 | 9782330126735 | 2020 
224쪽 | 11,5x21,7 cm | 20.00 €

해외 저작권 Sandra Martel : s.martel@actes-sud.fr   수출 Annie Eulry : a.eulry@actes-sud.fr 해외 저작권 Nathalie Alliel : nathalie.alliel@actes-sud,fr

아드라아노 파라노

신석기 시대 이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식품인 빵에 관한 조사서.

뱅시안 데스프레

동물들의 시선에서 본 
우리의 영토는 어떤 
모습일까.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국제도서전 8 개 주제별 카탈로그개 주제별 카탈로그

 악트 쉬드  악트 쉬드 www.actes-sud.frwww.actes-sud.fr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9   

 L'Europe réensauvagée :  
Vers un nouveau monde

야생으로 야생으로 
회귀하는 유럽회귀하는 유럽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저자는 유럽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탐색했다. 
수많은 중요 종들이 멸종 직전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수많은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야생의 것으로 돌려놓으려는 영감 
어린 시도가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었다. 들소, 곰, 독수리, 철갑상어, 바다표범 
등이 자연으로 돌아왔고, 인간과 야생의 동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야생으로의 
회귀에 관한 긍정적인 결과를 공유하는 이 책은, 
성찰에서 그치지 않는 행동을 촉구한다.

악트 쉬드 | 9782330132620 | 2020 
336쪽 | 11,5x21,7 cm | 23.00 €

 악트 쉬드  악트 쉬드 www.actes-sud.frwww.actes-sud.fr

 L'Affaire Roundup à la lumière  
des Monsanto Papers

몬산토 몬산토 
내부문건에 내부문건에 
의거한 라운드업 의거한 라운드업 
사건 조사서사건 조사서
질 에릭 세랄리니는 다국적 기업 몬산토와 
연관된 라운드업과 유전자변형작물의 유해성과, 
시민들을 보호해야 마땅할 법률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또한 과학, 의학, 공공 
권력의 일탈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는지를 
파헤친 연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악명 높은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연구 결과를 어떻게 
은폐하려 했는지 밝혀낸 또 하나의 충격적인 
조사서.

악트 쉬드 | 9782330140588 
192쪽 | 11,5x21,7 cm | 15.00 €

해외 저작권 Sandra Martel : s.martel@actes-sud.fr   수출 Annie Eulry : a.eulry@actes-sud.fr 해외 저작권 Sandra Martel : s.martel@actes-sud.fr   수출 Annie Eulry : a.eulry@actes-sud.fr

질베르 코셰
베아트리스 크레메르 코셰

가끔은 그저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장애물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

질 에릭 세랄리니
제롬 두즐레

<몬산토 내부문건>의 
중심에 다가가는 조사서.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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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éan plastique :  
Enquête sur une pollution globale

플라스틱 대양플라스틱 대양
지구 오염에 관한 탐구
탈근대사회가 품고 있는 폐해 중에서 아직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다. 해양 오염 
문제의 현 상황을 되짚어보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하여 행동을 촉구하는 책으로, 인류의 
생존이 걸려 있는 필수적인 자원인 '해양'을 
보존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소개하고 있다.

악트 쉬드 | 9782330140786 | 2020 
384쪽 | 14x19 cm | 22.00 €

 악트 쉬드  악트 쉬드 www.actes-sud.frwww.actes-sud.fr

 Manières d'être vivant :  
Enquêtes sur la vie à travers nous

삶의 방식들삶의 방식들
삶의 여정에의 탐구
이 책은 추적 기법에 기반한 일련의 철학적 
탐구를 담고 있다. 저자는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동물들이 우리의 윤리성에 남긴 발자국을 
찾고, 초원과 양과 목동과 포식자들로 구성된 
생태계의 상호 의존성을 추적하며 우리 삶의 또 
다른 방식을 상상한다. 이러한 탐험의 여정은 
독자에게 생명체에 대한 풍부한 감수성의 길을 
열어줄 것이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악트 쉬드 | 9782330129736 | 2020 
336쪽 | 11,5x21,7 cm | 22.00 €

해외 저작권 Sandra Martel : s.martel@actes-sud.fr   수출 Annie Eulry : a.eulry@actes-sud.fr 해외 저작권 Sandra Martel : s.martel@actes-sud.fr   수출 Annie Eulry : a.eulry@actes-sud.fr

넬리 퐁스

매년 8백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해양에 흘러 
들어간다.

밥티스트 모리조

땅의 철학자인 저자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탐구한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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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ser comme un iceberg

빙산처럼 빙산처럼 
생각하라생각하라
올리비에 르모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 뒤편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눈덩이가 부서지고, 빙산이 
갈라지고, 얼음 조각들이 바다 위를 떠다닌다. 
카약을 타고 차가운 물 위를 떠다니며 
원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와 
함께다. 그들이 처한 위험은 곧 우리에게 닥친 
위험이기도 하다.

악트 쉬드 | 9782330140625 | 2020 
240쪽 | 11,5x21,7 cm | 22.00 €

해외 저작권 Sandra Martel : s.martel@actes-sud.fr   수출 Annie Eulry : a.eulry@actes-sud.fr

올리비에 르모

새로운 시선으로 
원주민들의 삶을  
바라보는 법.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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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a Incognita :  
Une histoire de l’ignorance

알려지지 않은 지구알려지지 않은 지구
무지에 관한 이야기
알랭 코르뱅은 일생의 연구 끝에 기본으로 
돌아갔다. 무지의 역사. 몇 세기 동안,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몰랐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지구를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에 오랫동안 
무지했다. 이 놀라운 책 속에서 저자는 지금까지 
등장한 가장 독특한 이론들을 소개한다. 때로는 
훌륭하고 대체로 이상했던 실수들. 예를 들어, 
1778년에 한 학자는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열이 
발생하고 지구의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책을 출판했다. 또 다른 학자는 
대홍수 이전 지구에는 거대한 인간들과 동물들이 
살고 있었으며 석회암 암석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무지는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확신의 부재는 때로는 불안함의 
길을, 때로는 낙관적 이론에의 길을 열었다. 
과학자들을 위한 겸손에의 교훈을 주는 책.

RIGHTS SOLD
2개 언어로 출판됨: 표준스페인어 (Quaderns), 
영어 (Polity Press)

9782226449313 | 2020 | 288쪽 
14,5x22,5 cm | 21.90 €

해외 저작권 Solène Chabanais : solene.chabanais@albin-michel.fr    
수출 Corinne Brivot : cbrivot@hachette-livre-intl.com

알랭 코르뱅

이 책은 지식에 대한 
갈망을 일깨우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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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thage : Histoire et archéologie  
d’une métropole méditerranéenne  
814 avant J.-C. – 1270 après J.-C.

카르타고카르타고
지중해 대도시의 역사와 
고고학 (BC.814~AD.1270)
카르타고는 기원전 146년 로마인에게 
파괴되었지만, 반쯤 무너진 집들이 한 세기 
만에 다시 세워지고 다시 상업이 번성하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했다. 814년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창립되어 1270년 생 루이 원정 후 하프시드 왕조의 
통치자들에 의해 파괴된 이 도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부유하였으며, 아프리카의 수도이자 
로마의 라이벌로,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와 같은 
도시와 동등한 도시였다. 오늘날 확장된 튀니지의 
땅에 묻힌 유적은 여전히 고대 대도시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반달왕국과 비잔틴제국은 
물론 엘리사 여왕의 카르타고 창립 신화를 포함한, 
세계 유산의 보석과도 같은 이 도시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총서.

9782271134714 | 2020 | 240쪽 
17x23 cm | 29.00 €

 CNRS 출판사  CNRS 출판사 www.cnrseditions.frwww.cnrseditions.fr

 Après la philosophie :  
Histoire et épistémologie  
de la sociologie européenne

철학 이후철학 이후
유럽   사회학의  
역사와 인식론
사회학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 그 인식론적 위치를 
밝히고자 하는 방대한 연구를 담고 있는 책. 이 책은 
통계, 민족지학, 장기 분석 등 사회학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을 넘어 통일된 사회학적 패러다임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782271131935 | 2020 | 568쪽 
15x23 cm | 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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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융커

로마의 라이벌, 위대한 고대 
도시 카르타고.

니콜라 융커

칸트에 의해 정립된 철학적 
기능에서 출발해, 심리학 
및 생물학과 관련하며 
재정립된 사회학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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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ai de métaphysique animale :  
Un même élan

동물 형이상학 동물 형이상학 
에세이에세이
동물의 편에서
인간 혹은 동물 중 어느 한 쪽의 물리적 공동체
(신체 상태)에 속하는 것은 명확한 언어와 
성찰적 인식이라는 인간적 특성에 관한 
형이상학으로서의 동물성에 기반한, 일종의 
배제에 불과하다. <동물 형이상학 에세이>
는 인간의 윤리학과 동물의 문화적 표상에 
대항하며 동물의 고통을 바탕으로 세워진 인류 
중심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동물의 편에 서서 
동물성이 무엇인가를 재고하도록 촉구한다.

9782271119858 | 2020 | 330쪽 
15x23 cm | 23.00 €

 CNRS 출판사  CNRS 출판사 www.cnrseditions.frwww.cnrseditions.fr

 Catholique et antisémite

가톨릭과 가톨릭과 
반유대주의반유대주의
2차 세계 대전 이전 통합적 가톨릭주의, 
성직자 파시즘 및 민족주의에 빠져있던 
극우주의자들의 면면을 소개한다. 프랑스 무장 
세력부터 루마니아 민족주의자들 및 뉴욕, 런던, 
코펜하겐, 로마, 베를린으로 추방된 러시아 
반 공산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가톨릭의 
반유대주의는 기독교적 반유대주의의 전통에 
국한되지 않고, 반자유주의, 반시온주의, 
반공산주의 십자군, 인종주의 등을 결합하며 
전방위로 힘을 발휘했다.

9782271116956 | 2020 | 326쪽 
15x23 cm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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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 마르탱 프레빌

인간과 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그 복잡한 관계를 
재고한다.

니나 발부스케

유대인 대학살을 
기억하고자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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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ières d'Afrique :  
Pour en finir avec un mythe

아프리카의 국경아프리카의 국경
신화를 끝내기  
위하여
국경 불가침의 원칙은 1964년 독립 당시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 이후로 
아프리카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국경을 
그대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리카 
국경이 식민지가 남긴 흉터라는 신화를 끝낼 
때다. 아프리카의 국경은 엄연한 아프리카의 
국경이다. 물론 때로는 부정확하고, 불안함을 
만들어내는 요소이긴 하지만, 이제 그 국경은 
상업적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국경이며 모든 
자료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국경이다.

9782271133731 | 2020 | 80쪽 
12x17 cm | 6.00 €

 CNRS 출판사  CNRS 출판사 www.cnrseditions.frwww.cnrseditions.fr

 Faut-il universaliser l'histoire ? :  
Entre dérives nationalistes  
et identitaires

역사를 역사를 
보편화해야합니까?보편화해야합니까?
민족과 정체성의 
표류 속에서
모두의 감성을 존중하는 정직한 '보편적 역사'
는 환상일 뿐이라는 것은 증명되었다. 산자이 
수브라만얌은 역사의 '보편화'란 오히려 
의도적인 배제의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보편적 역사'보다는 '연결된 역사'를 
추구해야 한다고, 자기 정체성의 주장이나 
소속된 국가 및 문화에 관한 자기만족의 정신이 
아닌, 다른 문화와 다른 경험에 대한 교류와 개방 
정신, 세계의 다른 지역과 다른 민족에 대한 
호기심에 기반하는 역사학 연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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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x20,5 cm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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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푸셰

신민지가 남긴 상처가 아닌, 
그대로의 국경을 바라보자.

산자이 수브라만얌

연결된 역사'의 발기인인 
산자이 수브라만얌은 
국가주의적인 독선과 
자기만족에 기반한 역사 
연구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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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cultisme nazi :  
entre la SS et l'ésotérisme

나치  나치  
신비주의 : SS신비주의 : SS
와 밀교 사이와 밀교 사이
<마술사의 아침>은 '툴레 협회'가 나치즘의 
숨겨진 중심이라는 생각을 낳았다. 그러나 
툴레 협회의 영향력은 환상이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는 밀교와 나치즘과 SS친위대를 
연관시키며 일종의 급진적인 폭발적인 반문화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의도적인 행위와 그 기원을 
되짚어본다. 또한 이탈리아의 밀교주의자 
율리우스 에볼라, 잘 알려지지 않은 칠레의 
네오나치 자크 마리 드 마티외, 또는 작가 장 폴 
부르 등 이러한 신화적인 아이디어가 성공하는 
데 기여한 작가들의 면면을 소개한다.

9782271131355 | 2020 | 232쪽 
15x23 cm | 24.00 €

 CNRS 출판사  CNRS 출판사 www.cnrseditions.frwww.cnrseditions.fr

 Inter-socialités :  
Le monde n'est plus géo-politique

소셜의  소셜의  
관계관계
새로운 국제 관계
새로운 국제 갈등은 빈곤, 오염, 식량 불안정, 
지역 사회 경쟁, 파괴적인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인 고통에 의해 촉발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긴장의 원인이 대중의 움직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서 오피니언 기업가,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내부 고발자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서비스에 자신의 기술을 판매하는 
해커 등이 자기 입맛대로 국제 관계를 주무르고 
있다. 이제 국제관계는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사이의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의 
외교와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9782271134806 | 2020 | 232쪽 
14x22 cm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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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프랑수아

툴레 협회의 영향력은 
환상일 뿐이다.

베르트랑 바디

더 이상은 세상을 
지정학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새로운 국제 관계에 
적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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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vie ordinaire des génocidaires

대학살자의 대학살자의 
평범한 삶평범한 삶
이념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일하러 가는 것처럼 쉽게 타인을 죽인다. 
리샤르 레스만은 대량 학살자들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삶으로 들어가서 매일 수십 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과연 
어떠한지를 면밀히 조사했다. 대량 학살자들의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죽이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을 처형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는 일에 집중했다.
RIGHTS SOLD
영어 저작권 판매 완료  
(Fordham University Press)

9782271095077 | 2020 | 256쪽 
15x20,5 cm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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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question du sujet :  
Descartes et Wittgenstein

주체의 문제주체의 문제
데카르트와 
비트겐슈타인
전통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철학자로 여겨지는 
데카르트와 비트겐슈타인, 두 철학자에게 
주관성의 특정 문법에 대한 동일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무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도 아니하다'. 자신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획기적인 실험을 둘러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통해 통증을 느낄 가능성) 비트겐슈타인이 
제안한 사고 실험이, '나, 형이상학적인 나, 
신체적 대상이 없는 사유의 주체로서의 나'를 
구분하는 데카르트적인 분석을 만난다.

9782271119834 | 2020 | 208쪽 
15x23 cm | 25.00 €

해외 저작권 Martine Bertea : martine.bertea@cnrseditions.fr   수출 Fadi Hajj : fadi.hajj@interforum.fr  해외 저작권 Martine Bertea : martine.bertea@cnrseditions.fr   수출 Fadi Hajj : fadi.hajj@interforum.fr 

리샤르 레스만

한 대량학살자의 평범한 
일상은 다른 사람을 
처형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구상하는 일이었다.

릴리 데 벨롱

데카르트와 비트겐슈타인 
간의 대결 게임을 통해 
주관적 정체성의 문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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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retour des frontières

국경의 귀환국경의 귀환
국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다면, 국경이 다시 단단해진다는 건 좋은 
소식이다. 사실 국경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세계 여행자로서의 현대인들의 머릿속 
지도에서 슬그머니 지워졌을 뿐. 그러나 국경은 
단순히 추상적인 선이 아니라 제도이고, 때로는 
쉽게 넘을 수 있다고 해도 국경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 국경 없는 세계는 이슬람 테러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준 야만적인 세상에 지나지 
않는다.

9782271133489 | 2020 | 64쪽 
12x17 cm | 6.00 €

 CNRS 출판사  CNRS 출판사 www.cnrseditions.frwww.cnrseditions.fr

 Le pouvoir des liens faibles

약한 연결 약한 연결 
고리의 힘고리의 힘
약한 연결 고리'라는 개념은 윤리적, 정치적 
성찰 속에서 흔히 무시되곤 한다. 그러나 약한 
연결 고리의 형태야말로 현대 사회의 관계의 
가장 중심적인 관계의 형태이며 타인에 관한 
관심의 형태이다. 소셜네크워크 속에서, 문화적 
영역에서, 도시 공간이나 자연환경과 현대인이 
맺는 관계에서, 혹은 민주적인 공동체 속에서도 
약한 연결 고리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9782271126221 | 0 | 384쪽 
15x23 cm | 25.00 €

해외 저작권 Martine Bertea : martine.bertea@cnrseditions.fr   수출 Fadi Hajj : fadi.hajj@interforum.fr  해외 저작권 Martine Bertea : martine.bertea@cnrseditions.fr   수출 Fadi Hajj : fadi.hajj@interforum.fr 

미셸 푸셰

국경의 귀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알렉상드르 제펜
상드라 로지에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는 '
약한 연결 고리'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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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vies minuscules d'Edouard Chatton

에두아르 에두아르 
샤통의 아주 샤통의 아주 
작은 생명체들작은 생명체들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원생생물들은 너무나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한 세기 전, 
뛰어난 연구원이었던 에두아르 샤통은 이렇게 
작은 원생생물을 연구했다. 그는 원생생물의 
조그마한 비밀을 밝혀내고 현대 생물학의 
기틀을 마련한 시각적인 개념을 탄생시키며 
원생생물을 그림으로 그려냈다. 이 책에는 
독창적이고 다채로우며 놀랍도록 아름다운 
동시에 과학적 정확성을 잃지 않은, 극도로 작은 
원생생물의 세계를 그려낸 에두아르 샤통의 
그림들이 실려있다.

9782271134035 | 2020 | 288쪽 
21x24 cm | 29.00 €

해외 저작권 Martine Bertea : martine.bertea@cnrseditions.fr   수출 Fadi Hajj : fadi.hajj@interforum.fr 

카트린 제쥐
뱅상 로데

에두아르 샤통의 원생생물 
그림을 담은 책.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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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iver la mémoire :  
De l'histoire orale  
au patrimoine immatériel

기억을 기억을 
저장하다저장하다
구술 역사에서  
무형 유산까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구술 기록 보관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구술 증언 및 말뭉치 구성을 포함한 역사 기록 
프로젝트 혹은 문화유산 기록 프로젝트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구술 자료는 개인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이다. 
20세기 말 현대 역사가들의 연구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던 역사학적 혁신, 즉 '구술 역사'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추적하는 책.

9782713228056 | 2019 | 216쪽 
12x20 cm | 14.00 €

 EHESS 출판사  EHESS 출판사 http://editions.ehess.frhttp://editions.ehess.fr

 À la gauche du droit :  
Mobilisations politiques du droit  
et de la justice en France (1968-1981)

우에서 좌로우에서 좌로
법과 정의의 정치적 
동원 (1968-1981)
저자는 20세기의 주요 사건과 시련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법이 언제나 중립적이지는 
않으며 때로는 급진적인 사회 투쟁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법의 전투적 
사용에 관한 것이든, 혹은 사법 당국과 정치 
권력 사이의 긴장 형태에 관한 것이든, 오늘날 
법과 정의와 정치가 서로 연결되는 역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9782713228476 | 2020 | 346쪽 
14x21,5 cm | 25.00 €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플로랑스 드샹

40년 동안 프랑스 사회를 
사로 잡아 온 위대한 3 부작 
<역사, 기억 및 유산>을 
재검토하는 작품.

리오라 이스라엘

어떻게 법은 급진적인 
사회 투쟁의 도구가 될 수 
있었나.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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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Moscou aux terres  
les plus lointaines : Communications, 
politique et société en URSS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에서 
먼 땅까지먼 땅까지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통신, 정치 및 사회
스탈린은 광대한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영토를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 시절 주민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지인들과 어떻게 
유대 관계를 유지했을까? 저자는 20세기 
소비에트 공화국이 일상의 통신에 우주를 
이용하기 시작했던 방식을 설명한다. 아카이브, 
인쇄물, 서신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우편, 전화, 
전보 등의 장거리 통신이 개발되었던 방식과 
이를 가능하게 했던 인프라와 기술, 또한 
이러한 혁신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용되었던 
정황까지 파헤치는 작품이다.

9782713228513 | 2020 | 332쪽 
14x21,5 cm | 25.00 €

 EHESS 출판사  EHESS 출판사 http://editions.ehess.frhttp://editions.ehess.fr

 Corps politiques : Le sport  
dans les luttes des Noirs américains  
pour la justice depuis la fin du XIXe siècle

정치적인 몸정치적인 몸
미국 흑인 인권  
투쟁 속의 스포츠
19세기 말,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를 향한 
인종차별적 폭력은 한 세대 전 노예 제도의 
폐지가 가져왔던 역사적 진전을 파괴했다. 
신체야말로 인종적 억압의 주요 표적이기에, 
미국의 흑인들은 스포츠를 자신들의 존엄성과 
평등과 정의를 위한 투쟁의 기반으로 삼았다. 
저자는 방대한 아카이브 작업의 도움을 받아, 
워싱턴시가 미국 내 흑인의 집결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집단의 의기 고양과 해방 운동의 
요람 같은 도시였음을 보여준다.

9782713228124 | 2020 | 392쪽 
14x21,5 cm | 25.00 €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라리사 자카로바

소비에트 권력이 개발했던 
통신 기술에 대한 분석.

니콜라 마르탱 브르토

소수 집단의 신체가 
정치적으로 쓰였던 역사와 
그 영향력을 이야기한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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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etiens complices

은밀한  은밀한  
인터뷰인터뷰
누보로망의 리더이자 아방가르드 문학과 
영화의 상징적인 인물인 알랭 로브그리예는 
그의 대담한 작품들과 함께 도발적이고 논란이 
많았던 인물로 기억된다. 1991년과 2000년 
사이에 진행된 다섯 번의 인터뷰 모음집으로, 
알랭 로브그리예의 개념적 사고를 생생히 느낄 
수 있음은 물론, 때로는 참을성 없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따뜻함을 간직한 알랭 로브그리예의 
또 다른 면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9782713227608 | 2018 | 208쪽 
11x16,5 cm | 9.80 €

 EHESS 출판사  EHESS 출판사 http://editions.ehess.frhttp://editions.ehess.fr

 Des lieux en commun : Une ethnographie 
des rassemblements publics en Chine

공존의 장소공존의 장소
민족지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중국의 
집단행동.
중국에서 집단행동은 사회 안정에 위협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 
역시 공원, 종교 시설 또는 광장에서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한다. 두 가지 
유형의 집단 활동에 관해 톈진시에서 수행된 
민족지학적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집단 활동이 
공식적인 위계관계나 서로 간의 장막에서 
벗어난 시민들 간의 동등한 공존의 장소로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측면을 지니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에서 공공 활동 참여의 
의미가 재정립 중임을 파헤친 책이다.

9782713228131 | 2020 | 392쪽 
14x21,5 cm | 27.00 €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알랭 로브그리예

알랭 로브그리예와의 다섯 
번의 인터뷰 모음집.

이자벨 티로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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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nts de vie

삶의 순간들삶의 순간들
아를레트 파루즈는 역사가로서 자신의 경력에서 
중요했던 기회와 만남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18
세기의 사법적 자료를 발견한 이후로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눈을 떴던 일에 관해,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에 관한 역사를 쓰기 위해 투쟁했던 것에 
관해,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들어본 적도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대한 저자의 
열정에 관해, 그리고 글쓰기와 언어를 향한 관심, 
역사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방식에 관하여.

9782713228155 | 2021 | 128쪽 
11x16,5 cm | 10.00 €

 EHESS 출판사  EHESS 출판사 http://editions.ehess.frhttp://editions.ehess.fr

 Ethnographie de l'action :  
L'observation des détails

행동의 행동의 
민족지학민족지학
세부 관찰
현대 사회 과학의 눈에 띄는 추세는 관찰의 
중요성이다. 사회 과학자의 시선은 관련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혹은 관련성이 약한 것 
등을 구분하고 근본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을 
구분한다. 관찰은 이후의 연구 행위에 우선된다. 
1996년 최초로 출판되었던 책으로, 저자는 
본질과 그 부산물들을 구별해내기 위해 학자들이 
차용했던 관련성의 원칙을 식별해내고, 다양한 
사회학적, 민족지학적 전통에 의문을 제기한다.

9782713228148 | 2020 | 262쪽 
12x20 cm | 14.00 €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아를레트 파르주

역사학자 아를레트 
파르주의 인터뷰 모음집.

알베르 피에트

사회학자와 인류학자의 
시선을 사로 잡는 것은 
무엇일까.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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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colonie philosophique :  
Écrire l’histoire de la philosophie  
aux XVIIIe-XIXe siècles

철학적 식민지철학적 식민지
18~19세기 철학사 
쓰기
철학적 식민지는 1700년경 독일에서 처음 
나타나 세기말 유럽에서 제도화되었다. 1800
년 무렵까지 세계 철학사 기록은 현대 유럽만의 
철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동양은 그저 
비교 대상으로만 다뤄졌다. 이 책은 철학을 
개념적 질서의 지적 장치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으로로 접근한다. 철학사는 특히 
언어학, 민족학, 인류학 등과 같은 새로운 학문과 
상호 작용하며 형성되어왔다.

9782713227721 | 2019 | 256쪽 
14x21,5 cm | 21.00 €

 EHESS 출판사  EHESS 출판사 http://editions.ehess.frhttp://editions.ehess.fr

 L'invisible initiation

보이지  보이지  
않는 시작않는 시작
2015년 다니엘 파브르는 "보이지 않는 시작: 
유럽 시골 사회에서 소녀와 소년이 되는 법"
이라는 제목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그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 '젊음이 형성되는' 방법에 
관한, 달리 말하자면 어제와 오늘, 마을에서 
혹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방식에 관한 성찰의 결과를 
발표하고 또한 어린 소년이었고 청소년이었던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소개했다.

9782713228032 | 2019 | 128쪽 
11x16,5 cm | 9.00 €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카트린 쾨니그 프랄롱

현대 사회를 형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친 철학사 
연구를 돌아본다.

다니엘 파브르
장 클로드 슈미트

저자는 자신의 '시작', 즉 
랑그독에서의 어린 시절과 
이탈리아 인류학과의 
만남을 이야기한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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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social à l'esprit :  
Dialogues avec Vincent Descombes

우리  우리  
마음에 깃든 마음에 깃든 
사회적 의미사회적 의미
뱅상 데콩브와의 대화
사회과학은 연구 대상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적 질문을 계속한다. 즉, 철학과 사회과학 
간의 협력은 이론과 경험을 연결하는 축이 
공유하는 문제들을 식별하는 것을 우선하는 
작업이 된다. 지난 20년간 철학자 뱅상 데콩브의 
작업은 프랑스는 물론 해외에서 학제 간 교류의 
공간을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사회학자, 
인류학자, 역사학자, 철학자들이 각각 자신들의 
학문이 철학자적 사고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혀낸다.

9782713228612 | 2020 | 368쪽 
14x21,5 cm | 28.00 €

 EHESS 출판사  EHESS 출판사 http://editions.ehess.frhttp://editions.ehess.fr

 La traversée des signes

기호를 넘어서기호를 넘어서
철학자, 역사학자이자 기호학자인 루이 
마랭이 자신의 지적 여정을 되돌아본 인터뷰 
모음집. 루이 마랭은 그레마스에서 엘리아스, 
뒤메질에서 데리다에 이르기까지, 권력과 그 
표상 사이의 관계에 관한 자신의 성찰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 중요한 만남과 교류들에 
대해 언급한다. 루이 마랭 자신이 구현한 지적 
개방성이라는 개념에 충실한 인터뷰로, 현대 
민주주의와 엔터테인먼트 문화는 물론, 고전 
회화와 현대 회화에 대한 의문에 답을 찾는다.

9782713227295 | 2019 | 96쪽 
11x16,5 cm | 9.00 €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프란체스코 칼레가로
징 시에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루이 마랭
피에르 앙투안 파브르

1992년 4월 France 
Culture의  <A voice nue>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었던 
루이 마랭 인터뷰 모음집.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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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vention de Troie :  
Les vies rêvées de Heinrich Schliemann

트로이를 트로이를 
찾아라찾아라
하인리히 슐리만의 삶
호메로스의 트로이는 어디에 있었고 지금은 무엇이 
남아 있을까? 네 권의 자서전을 남긴 하인리히 
슐리만을 움직인 원동력은 이 질문이었다. 1870
년에서 1890년 사이, 독일의 사업가였던 하인리히 
슐리만은 마흔이 넘은 나이에 고고학자가 되어 
호메로스의 트로이가 있었던 장소에 존재했던 
아홉 개의 도시를 발견했다. 기존 학자들의 세계에 
갑자기 나타나서 일종의 충격을 주었던 하인리히 
슐리만은 19세기 학계의 가장 논란적인 인물 중의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자는 
지식 연구의 관습에 기대지 않고 기존의 이론에만 
의지하지도 않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저 
땅을 팠던 이 새로운 형태의 학자가 놓일 사회적, 
문화적 계보를 제안한다.

9782713228490 | 2020 | 360쪽 
14x21,5 cm | 24.00 €

 EHESS 출판사  EHESS 출판사 http://editions.ehess.frhttp://editions.ehess.fr

 Les mémoriaux du 13 novembre

11월 13일 11월 13일 
테러 기념관테러 기념관
2015년 11월 13일 테러 다음 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테러 현장 근처의 파리 거리에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수천 개의 메시지, 양초, 
꽃과 추모용 물건들이 모여 기념비가 되었다. 몇 
주 동안 파리 기록 보관소는 이 물건들의 내용을 
전부 보관했고, 그 아카이브는 오늘날 국가 유산이 
되었다. 거의 400장에 가까운 사진으로 꽉 찬 이 
작품은 기념비가 만들어지던 때로 다시 우리를 
데려가는 진정한 추모의 책이다.

9782713228636 | 2020 | 288쪽 
17x22 cm | 19.80 €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아닉 루이

현실의 트로이를 찾아 
나섰던 집념의 사나이 
하인리히 슐리만의 
텍스트를 분석한다.

사라 장스뷔르제
제롬 트뤽

11/13 테러 이후 파리  
기록 보관소가 수집했던 
내용을 모은 책.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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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ro della Francesca :  
Une conversion du regard

피에로 델라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프란체스카
시선의 전환
이 작품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불가사의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 그림을 소환한다. 15
세기 중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린 '
그리스도의 책형'으로 알려진 그림이다. 
저자는 한 장의 그림을 엄밀히 탐구함으로서 
공간에 대한 수학적 인식의 새로운 엄정함에 
오귀스탱과 니콜라 드 퀴 등에 영향을 받았던 
영적인 필요성을 긴밀히 연결한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독창적인 회화적 접근 방식을 
논한다.

9782713228599 | 2021 | 400쪽 
17x22 cm | 35.00 €

 EHESS 출판사  EHESS 출판사 http://editions.ehess.frhttp://editions.ehess.fr

 Parler de soi : Méthodes biographiques  
et sciences sociales

나를 나를 
이야기하다이야기하다
전기적 방법론과 
사회과학
개인화가 점점 강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삶은 공공적 장치, 자전적 내러티브 또는 소셜 
네트워크의 자기 진술로 형식화된 전기적 
담론의 증식으로 이어지는 개인적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전기적 접근 방식이 
1960년대 말 프랑스어권 사회과학에 소개된 
이래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관한 비평적 논의 및 
그러한 접근 방식이 유도하는 최근의 방법론적 
혁신에 대한 반성을 논한다.

9782713228179 | 2020 | 320쪽 
14x21,5 cm | 27.00 €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프랑크 메르시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수수께끼같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작품을 
파헤친다.

공동저작물 B.

개개인의 자기 표현과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전기적 접근 방식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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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ire la guerre, produire le genre :  
Des Françaises au travail dans l'Allemagne 
nationale-socialiste (1940-1945)

전쟁, 젠더를 전쟁, 젠더를 
형성하다형성하다
국가 사회주의 독일에서 일했던 
프랑스 여성들 (1940-1945)
20세기 '종합 전쟁'의 특징인 무기의 대량 
생산이 어떻게 참전국 사회에서 젠더의 관계를 
전복시키는지를 다룬 책이다. 저자는 프랑스를 
떠나 독일의 무기 공장으로 일하러 간 약 8만 
명의 프랑스 여성의 이야기를 조사했다. 이 
책은 국가의 이동이라는 역학이 젠더 형성에 
미친 영향력을 조명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의 수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서로 평행한 
경험들이 아닌, 독립적이지만 서로 연결된 
이야기들이었음을 생각하게 한다.

9782713228605 | 2020 | 300쪽 
14x21,5 cm | 24.00 €

 EHESS 출판사  EHESS 출판사 http://editions.ehess.frhttp://editions.ehess.fr

 Posséder la science :  
La propriété scientifique au temps  
du capitalisme industriel

과학의 소유자과학의 소유자
산업 자본주의 시대,  
자산이 된 과학
19세기부터 과학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맞서 
치열한 다툼을 해왔다. 저자는 프랑스,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발견의 결과물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준 지적 재산권의 발전과 함께 과학적 
연구의 결과인 지적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되짚는다. 과학이 한편으로는 공익을 
위한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산업의 영역이기도 함을 조망하는 책.

9782713228537 | 2020 | 336쪽 
14x21,5 cm | 25.00 €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카미유 포루

베를린에서 일하던 프랑스 
여성의 일상을 탐구하다.

가브리엘 갈베즈 베아르

과학계와 산업계 사이의 
관계와 이익의 공유에 관해 
이야기한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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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ir la victoire : Essor et chute  
de l’intelligentsia libérale en Russie 
(1987-1993)

승리를 승리를 
겪어내는 일겪어내는 일
러시아 자유주의 지식인의 
흥망성쇠 (1987-1993)
정치 과학과 철학 사이의 교차 분석을 통해 
영향력 있는 소비에트 지식인 그룹의 사상과, 
그들이 아군 자유주의 지식인 동료들과 혹은 
적군 민족주의자 및 공산주의 지식인들과 
나눴던 논쟁을 소개한다. 저자는 이를 통해 
현대 러시아의 개념적, 정치적 기원과 민주적 
전환의 실패를 재조명하고, 또한 소비에트 
자유주의자들이 이른바 깨우친 개혁가들의 
손에 권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함으로써 
어떻게 자신들의 정치 프로젝트를 약화시키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9782713228216 | 2020 | 288쪽 
14x21,5 cm | 19.00 €

 EHESS 출판사  EHESS 출판사 http://editions.ehess.frhttp://editions.ehess.fr

 Raja-mandala : Le modèle royal en Inde

라자만달라라자만달라
인도의 궁정 사회
서양의 인식에서는 인도의 귀족 계급은 종종 
시대에 어긋난 관행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인도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한 카스트 제도나 
전통적인 힌두교 교리를 계속 이어간다. 인도의 
왕족 개념의 본질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피려는 
것이 이 책은 목적은 아니다. 왕족을 문명의 
모델로 간주하는 궁정 사회와 그 일련의 관계와 
관행 등을 다루는 책.

9782713228193 | 2020 | 336쪽 
16x24 cm | 27.00 €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해외 저작권 Séverine Guiton : guiton@ehess.fr

기욤 소베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와 
냉전 종전 당시 러시아의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겪었을 혼란에 관하여.

에마뉘엘 프랑시스
라파엘 루소

현대 민주 국가의 맥락 
속에서 왕실이라는 
상싱적 존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다룬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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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les, belles et fragiles !

가족,  가족,  
아름답고 아름답고 
연약한 그 이름연약한 그 이름
부부와 가족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적 
권고 <Amoris Laetitia (사랑의 기쁨)>은 교회 
안팎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교구, 
본당 및 실행 과정에서 이 권고의 적용은 수많은 
실제적인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족적 
목회의 돌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사도적 권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경험들을 제시하는 
책이다.

피델리테 | 9782873568610 | 2020 
204쪽 | 20,5x13,5 cm | 14.00 €

 예수회 출판사  예수회 출판사 www.editionsjesuites.comwww.editionsjesuites.com

 Esprit du capitalisme, où es-tu ?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정신은 어디 정신은 어디 
있는가?있는가?
자본주의에는 자체 논리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정신은 있을까? 자본주의 시스템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개개인의 개인적 
열망 사이에 대립은 불가피하다. 이 대립은 
사회적 생활 전반에 걸쳐 이어진다. 밀의 가격, 
예술의 가치, 건강의 가격, 회사 사장이나 
정치인들의 기분, 암호 화폐, 코로나바이러스, 
물의 민영화, 도박에 부과하는 세금 등. 각각의 
상황은 사회의 경제주체들에게 도전적인 
딜레마를 야기하고 타협안을 제안하며 개개인을 
구별해줄 의미를 부여하는 고유의 가치를 
드러낸다.

레시우스 | 9782872993963 | 2020 
348쪽 | 20,5x14,5 cm | 24.50 €

해외 저작권 Lionel Charlier : compta@editionsjesuites.com    
수출 Mélodie Meuleman : contact@editionsjesuites.com

해외 저작권 Lionel Charlier : compta@editionsjesuites.com    
수출 Mélodie Meuleman : contact@editionsjesuites.com

오란 드 모토르
알랭 토마세

이 책이 다루는 주요 영역은 
결혼 준비, 부부와 가족의 
격려와 지원, 복잡한 가족 
상황에 대한 동반자적 
인식과 교회로의 통합 
등이다.

에티엔 페로

경제, 문화, 생태학, 정치 및 
사회가 형성한, 제한적인 
논리를 가진 복잡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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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 cette demeure est donc précaire ! :  
De Chine, penser en pandémie

위태로운 위태로운 
우리들의 집우리들의 집
중국에서 전염병의 
시대를 생각하다
전염병으로 인해 집에 갇혔던 경험은 아직도 우리 
내부에 생생하다. 그 경험은 우리의 상상력의 
힘을 일깨웠다. 우리는 과거를 다시 읽었고, 과거 
안에 웅크리기보다는 과거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찾았다. 또한 지역 사회 및 국가 공동체, 유럽과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영적이고 정치적이고 혹은 
수식어를 붙이기가 모호한 모든 종류의 문제를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로부터, 예수회적 뿌리와 
중국이라는 세상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고전 읽기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삶의 조건에 대한 윤곽을 그려냈다.

레시우스 | 9782872993970 | 2020 
132쪽 | 20,5x14,5 cm | 11.00 €

 예수회 출판사  예수회 출판사 www.editionsjesuites.comwww.editionsjesuites.com

 L'au-delà

저 너머에저 너머에
저자는 사후 세계라는 주제와 관련된 연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성서가 해당 주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표현하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성경과 
구약과 신약 말씀을 듣고, 교부, 신학자, 신비주의자, 
교도권과 전례를 하나씩 짚어 가며 사후 세계라는 
어려운 주제에 대한 각각의 공헌을 확인한 뒤, 
해당 주제에 관한 가톨릭 신앙의 본질을 종합하는 
훌륭한 결론으로 마무리된 책이다.

피델리테 | 9782873568580 | 2020 
128쪽 | 19x12 cm | 9.50 €

해외 저작권 Lionel Charlier : compta@editionsjesuites.com    
수출 Mélodie Meuleman : contact@editionsjesuites.com

해외 저작권 Lionel Charlier : compta@editionsjesuites.com    
수출 Mélodie Meuleman : contact@editionsjesuites.com

브누아 베르망데

전염병으로 인해 집에 
갇혔던 경험은 아직도 우리 
내부에 생생하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의 힘을 
일깨웠다.

브누아 드 반스트

사후 세계를 바라 
보는 기독교적 사고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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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hons. Voyage aux pays du vivant

돼지, 생명체의 돼지, 생명체의 
단결을 도모하다단결을 도모하다
지구에 사는 생명체는 인간만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생명체들과 지구를 공유한다. 지구 
생명체의 단결을 향한 여행을 떠나보자. 우리는 
먼저 인간과 매우 가까우면서도 세계화의 
폐해를 상징하는 동물 돼지를 만나게 된다. 
돼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였다. 우리는 돼지의 
고기를 좋아하고, 돼지의 신체를 이용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돼지는 공장식 사육, 동물 학대, 오염 
등 모든 종류의 현대 사회의 폐해와 밀접한 
동물이며, 전염병의 매개자가 되기도 한다. 
돼지뿐인가. 몸속에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낙타, 오리, 문어, 박쥐, 천산갑...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것은 없다. 이제 그들을 
만나러 떠나보자.

9782213712871 | 2020 | 414쪽 
13x20 cm | 22.00 €

 파야르  파야르 www.fayard.frwww.fayard.fr

 Charles IV

카렐 4세카렐 4세
카렐 4세(1316-1378)는 페스트, 백년 전쟁 등 
대위기의 시대였던 14세기의 왕이자 황제였다. 
룩셈부르크의 유럽 왕족 출신인 카렐 4세는 
프라하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자랐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청년 병사였다가, 보헤미아의 
젊은 왕이 되고, 독일의 통치자이었다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된다. 체코어,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이탈리아어를 말하고 읽을 
줄 알았던 유럽인 카렐 4세는 또한 1356년 '
금인칙서'를 탄생시킨 황제이기도 하다.

9782213699233 | 2020 | 404쪽 
15,3x23,5 cm | 24.00 €

해외 저작권 Carole Saudejaud : csaudejaud@editions-fayard.fr    
수출 Katy Fenech : kfenech@editions-fayard.fr

해외 저작권 Carole Saudejaud : csaudejaud@editions-fayard.fr    
수출 Katy Fenech : kfenech@editions-fayard.fr

에릭 오르세나

인간과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동물들. 그들이 직면한 
위험은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

피에르 모네

다양한   언어와 문화 지식을 
갖추었던 유럽의 황제 카렐 
4세 이야기.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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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onomie de la vie

삶의 경제학삶의 경제학
복잡한 주제를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진 자크 아탈리의 
신간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그의 
관점과 미래에 대한 제안을 공유하는 책이다. 
자크 아탈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전염병 사태가 하나의 작은 결함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환경, 문화 및 
학습에 방점을 둔 '삶의 경제학'이 필요하다.

9782213717524 | 2020 | 252쪽 
13,5x21,5 cm | 18.00 €

 파야르  파야르 www.fayard.frwww.fayard.fr

 Journal de guerre écologique

환경 전쟁 일지환경 전쟁 일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흘러넘치는 인도네시아의 
시골 마을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획하는 
밀렵꾼이 득실대는 멕시코를 지나,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는 북극 빙하에 이르기까지, 기자는 
전투복을 입고 위험한 장소를 누볐다. 미래의 
세상을 상상하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알람과도 
같은 책이다.

9782213717036 | 2020 | 216쪽 
13,5x21,5 cm | 18.00 €

해외 저작권 Carole Saudejaud : csaudejaud@editions-fayard.fr    
수출 Katy Fenech : kfenech@editions-fayard.fr

해외 저작권 Carole Saudejaud : csaudejaud@editions-fayard.fr    
수출 Katy Fenech : kfenech@editions-fayard.fr

자크 아탈리

자크 아탈리가 전염병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공유한다.

위고 클레망

지구가 처한 심각한 상태를 
인식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이야기.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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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Bonheur, sa dent douce à la mort

행복, 그 행복, 그 
기쁨과 고통기쁨과 고통
2018년, 바르바라 카생은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으로 선출된다. 여성으로서는 9번째였다. 
이 책은 그녀의 철학적 자서전으로, 철학자이자 
어원학자인 바르바라 카생 자신의 생애 경험과 
관련된 특정 단어들이 그녀의 지적 생활과 
성장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삶의 일화들을 소개한다.

9782213713090 | 2020 | 252쪽 
13,5x21,5 cm | 20.00 €

 파야르  파야르 www.fayard.frwww.fayard.fr

 L'Homme, la faune sauvage et la peste

인간, 야생 인간, 야생 
동물 그리고 동물 그리고 
전염병전염병
지난 30년 동안 세르주 모랑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모든 것을 만들어 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왔다. 서구 문명에 환멸을 느낀 
그는 동남아시아로 이주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은 동남아시아까지 덮쳐왔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서구 세계의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들 국가는 저마다 삼림 벌채와 공장식 축산을 
둘러싼 피 흘리는 경쟁에 착수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게 된 원인이다.

9782213706009 | 2020 | 352쪽 
15,3x23,5 cm | 21.50 €

해외 저작권 Carole Saudejaud : csaudejaud@editions-fayard.fr    
수출 Katy Fenech : kfenech@editions-fayard.fr

해외 저작권 Carole Saudejaud : csaudejaud@editions-fayard.fr    
수출 Katy Fenech : kfenech@editions-fayard.fr

바르바라 카생

동시대 철학과 단어들을 
향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강력한 
힘에 대한 찬가.

세르주 모랑

야생의 자연과 공존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되찾을 때가 왔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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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Magasin du monde

역사를  역사를  
팝니다팝니다
18세기 이래 의류, 도구, 액세서리, 악기 등 
다양한 물건들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물류 필요량이 증가하면서 물류의 
유통에도 혁명을 가져왔다. 3세기에 걸친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살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다양한 방식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여기, 90명 가까운 역사학자들이 
물건을 통해 세계 역사를 바라보려는 도전을 
받아들였다. 이 책은 우리의 가장 친밀한 일상을 
조명하는 동시에 세계화와 그 한계를 색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흥미로운 유물 
가게와도 같다.

9782213716787 | 2020 | 464쪽 
15,3x23,5 cm | 25.00 €

 파야르  파야르 www.fayard.frwww.fayard.fr

 Le Livre d'or d'Hitler

히틀러의 히틀러의 
방명록방명록
저자는 히틀러의 죽음과 증거물에 개입한 
스탈린의 경찰에 관해 조사하던 중 숨겨져 
있던 히틀러의 방명록을 발견했다. 이 엄청난 
문서를 소비에트의 비밀 기관 및 외교 소식통의 
보고서들과 교차 분석함으로써,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양심과 싸워야만 했던 히틀러의 
초대손님들의 운명을 추적한다. 그들 대부분은 
비겁했지만, 어떤 이들은 영웅 같은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9782213712802 | 2020 | 336쪽 
15,4x23,5 cm | 22.50 €

해외 저작권 Carole Saudejaud : csaudejaud@editions-fayard.fr    
수출 Katy Fenech : kfenech@editions-fayard.fr

해외 저작권 Carole Saudejaud : csaudejaud@editions-fayard.fr    
수출 Katy Fenech : kfenech@editions-fayard.fr

피에르 생가라벨루
실뱅 브네르

역사를 파는 유물 가게로 
떠나는 독특한 독서 여행.

장 크리스토프 브리자르

전쟁의 시대의 베를린으로 
독자를 초대한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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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res et égaux en voix

자유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목소리평등한 목소리
저자는 대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너무 
오랫동안 목소리와 발언 장소를 박탈당한 
사람들, 즉 여성, 사회적 약자, 노동자, 
이민자에게 목소리와 발언권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 다음 대의 민주주의와 국민 투표의 합리적 
사용 사이에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정당과 미디어 및 자선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9782213717500 | 2020 | 272쪽 
13,5x21,5 cm | 19.00 €

 파야르  파야르 www.fayard.frwww.fayard.fr

 Le Monde après mon grand-père

할아버지께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세상물려받은 세상
셀린 쿠스토는 오늘 할아버지에게서 횃불을 
물려받았다. 그녀는 9살 때 칼립소를 타고 
아마존 원정에 참여했다. 쿠스토는 아마존 
정글의 남자들로부터 필수적인 교훈을 배웠다. 
생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항상 
기억하라는 것. 그녀는 성인이 되어 아마존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자신을 재충전하고, 
한편으로는 점점 진행되는 숲의 멸종을 두 
눈으로 목격한다.

9782213717258 | 2020 | 192쪽 
13,5x21,8 cm | 18.00 €

해외 저작권 Carole Saudejaud : csaudejaud@editions-fayard.fr    
수출 Katy Fenech : kfenech@editions-fayard.fr

해외 저작권 Carole Saudejaud : csaudejaud@editions-fayard.fr    
수출 Katy Fenech : kfenech@editions-fayard.fr

쥘리아 카제

민주 선거 제도를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셀린 쿠스토

셀린 쿠스토는 우리를 
아마존에서 파타고니아로, 
육지에서 바다로 쉴 새  
없이 데려간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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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re ! dans un monde imprévisible

예측 불가능의 예측 불가능의 
세상에서 잘 세상에서 잘 
사는 법사는 법
성공적인 철학자 프레데릭 르누아르는 예측 
불가능의 세상에서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최근 발생한 전염병 사태로 
인해 우리는 끊임 없이 변화하고 변이하는 
불안한 현실을 목도했다. 그러나 안전하다는 
느낌과 평안을 되찾을 방법이 있다.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들에게 기대는 것. 지나간 삶을 
슬퍼하는 대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우리 자신은 물론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다.

9782213717609 | 2020 | 144쪽 
12,5x19,2 cm | 14.00 €

해외 저작권 Carole Saudejaud : csaudejaud@editions-fayard.fr    
수출 Katy Fenech : kfenech@editions-fayard.fr

프레데릭 르누아르

현재를 사는 방법에 대한 
철학적인 가이드.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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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te au catastrophisme !

재앙을 멈춰라!재앙을 멈춰라!
그레타 툰베리와 몇몇 NGO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다며 프랑스를 
비난했을 때, 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에 대한 
프랑스의 참여라는 문제는 과학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었다. 이 책은 불가피한 붕괴를 
예측하는 붕괴론자의 주장과 허위 정보들에 
맞서, 잘 통제된 에너지 생산이라는 합리적 
낙관주의를 뒷받침하는 현재의 풍부한 기술 
혁신을 조명한다. 지구온난화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과학의 가능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책.

9782080207371 | 2020 | 224쪽 
13x21 cm | 19.00 €

 플라마리옹  플라마리옹 http://editions.flammarion.comhttp://editions.flammarion.com

 Athènes 403

아테네 403아테네 403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기원전 404년 아테네의 
패배 이후, 30명의 아테네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민주 제도를 종식시켰다. 민주당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여러 번의 격렬한 다툼 끝에 
기원전 403년 가을에야 화해할 수 있었다. 이 
책은 10명의 독특한 인물들 각자의 운명을 
다루는 다중적인 이야기로, 거류 외국인, 시민, 
노예 등 독창적인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한다. 
특히 저자는 소크라테스나 리시스트라테 같은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진 다양한 집단적 
움직임을 재조명해냈다.

9782081334724 | 2020 | 464쪽 
15x24 cm | 25.00 €

해외 저작권 Florence Giry : fgiry@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Florence Giry : fgiry@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마르크 퐁트카브

마침내 인간에게 존중받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지구를 상상하라.

뱅상 아줄레
폴랭 이스마르

공동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 
파괴되고, 해체되고, 다시 
재건되는가.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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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vention du colonialisme vert

녹색 녹색 
식민주의의 식민주의의 
발명발명
아프리카는 원시림, 사바나, 오아시스, 사자, 
코끼리, 기린, 코뿔소 등 강렬하고 환상적인 
자연에 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상상 
속의 아프리카는 단 한 번도 존재했던 적이 없다. 
이 책은 우리에게 유네스코와 WWF가 펼쳐온 
활동의 진실에 대해 눈을 뜨라고 촉구한다. 
아프리카의 350개 국립공원에서 적어도 백만 
명 이상의 주민이 추방되었다. 인구의 강제 
이동, 벌금형, 구금, 지역사회 붕괴, 구타, 강간, 
살인까지..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시각이 불러온 파국적 결과물이다.

9782081504394 | 2020 | 352 pages 
13x21 cm | 21.90 €

 플라마리옹  플라마리옹 http://editions.flammarion.comhttp://editions.flammarion.com

 L'école de la vie

인생 학교인생 학교
학교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곳이다. 
성적인 의미로서가 아닌 다른 의미로 정신적, 
육체적인 매력을 키워가는 곳이다. 설사 약간 
별로인 선생님에게 배운다 하더라도, 어쨌든 
항상 무언가를 배울 가능성이 있다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소이다. 공부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학교는 적어도 한 
가지에는 쓸모가 있다.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 배움에 관한 열정적인 지지자인 
저자가 쓴 이 책은 지금껏 당신이 학교에 대해 
읽어왔던 글들과는 다르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님을 슬퍼하게 될 것이다.

9782081504295 | 2020 | 288쪽 
13x21 cm | 19.00 €

해외 저작권 Florence Giry : fgiry@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Florence Giry : fgiry@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기욤 블랑

서양에서 자연이 사라질 
수록 우리는 아프리카의 
자연을 꿈꾼다. 파괴를 
보상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구하고 싶었던 서구의 욕망, 
그 결과는…

막심 로베르

우리는 학교에서 상호 
작용의 기술을 배운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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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bûcher des sorcières :  
Les plus grands procès de sorcellerie  
de l’histoire décryptés

마녀의 장작마녀의 장작
역사 속의 마녀재판
이 책은 킬케니의 재판에서 살렘의 마녀, 루덩, 
트리어의 마녀사냥 등 요술적인 것을 둘러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고, 당시 2~3세기 
동안 마녀를 둘러싸고 형성되었던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이었던 히스테리 혹은 광신주의의 
분위기를 복원한다.

피그말리옹 | 9782756425801 | 2020 
200쪽 | 15x24 cm | 19.90 €

 플라마리옹  플라마리옹 http://editions.flammarion.comhttp://editions.flammarion.com

 L'Odyssée des gènes

유전자 유전자 
오디세이오디세이
우리 선조들은 700만년 전에 직립하기 시작했고, 
놀랄만치 널리 이동해 지구를 점령했다. 
선조들의 이동과 이종 교배는 우리 유전자에 
은밀한 흔적을 남겼다. 저자는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 같은 멸종된 종들이 살던 침대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최초의 
농부들을 소개하며 인간의 기원을 탐험한다. 
칭기스칸, 아프리카의 노예, 아슈케나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대서사시가 펼쳐진다.

9782081428225 | 2020 | 388쪽 
16x22 cm | 22.90 €

해외 저작권 Florence Giry : fgiry@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Florence Giry : fgiry@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도미니크 라바리에르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마녀재판 사건들을 
해석한다.

에블린 헤이어

DNA를 통해 인류의 
이야기를 들려 주는 책.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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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dor Ferenczi

페렌치  페렌치  
샨도르샨도르
페렌치 샨도르는 부자관계의 부침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스러워했다. 게다가 샨도르와 애인 
기젤라, 그녀의 딸 엘마 사이의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다. 페렌치 샨도르는 기젤라와 엘마에게 직접 
정신분석을 수행하다 엘마와 사랑에 빠진 후, 
엘마를 프로이트에게 보내 치료를 계속하도록 
한다. 이 책은 학술 논문이나 전기가 아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한 우정에 관한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9782081347274 | 2020 | 384쪽 
15x21 cm | 23.90 €

 플라마리옹  플라마리옹 http://editions.flammarion.comhttp://editions.flammarion.com

 Le temps des gens ordinaires

보통  보통  
사람들의 시간사람들의 시간
오랜 시간 프랑스는 정치적 · 사회적 위기를 
겪어왔다. 더욱이 프랑스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공중 보건 위기를 겪으며 중심부와 주변부, 
엘리트와 보통 사람들, 세계화와 분열, 젊은이와 
노년층 등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는 나라의 
모습을 목도했다. 프랑스는 이로부터 교훈을 
끌어내고 이후의 세상을 건설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리학자이자 저술가인 저자는 최근 
다시 한번 학자들의 연구 주제로 부상했으며 
선거 마케팅의 주요 목표가 되었던 노동자 
계급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

9782081512290 | 2020 | 208쪽 
13x21 cm | 19.00 €

해외 저작권 Florence Giry : fgiry@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해외 저작권 Florence Giry : fgiry@flammarion.fr   수출 Kamel Yahia : kamel.yahia@madrigall.fr

브누아 페터스

초창기 정신분석학의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 한 명이자 
뛰어난 이론가였던 페렌치 
샨도르의 이야기.

크리스토프 길루이

보통 사람들이 그림자에서 
나와 빛을 받기 시작하고, 
대중문화는 이제 문화의 
전방을 차지했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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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gît l’amer. Guérir du ressentiment

르상티망에서 르상티망에서 
벗어나는 법벗어나는 법
개인화와 법치주의라는 두 요소 사이의 병적인 
관계를 다뤘던 전작들에 이어, 이번 책에서 
신시아 플뢰리는 '르상티망'이라는 감정에 관해 
이야기한다. 제1 부는 임상 현장에서 분석 중인 
환자의 사례를 다루었으며, 제2부는 세계화되고 
현대화된 사회에 만연한 르상티망이라는 감정이 
쌓이는 과정을 되짚어본다. 저자는 또한 프로이트를 
비롯한 정신분석학자들이 주장했던 연속성 기법을 
발전시켜 르망티망을 돌보고, 관리하고, 훈련하는 
법을 제안한다.

RIGHTS SOLD
판매 완료: 아랍어, 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
FIND OUT MORE
> 9만부 판매됨 (프랑스) 
> 페미나상 후보

9782072858550 | 2020 | 336쪽 
14x20 cm | 21.00 €

 갈리마르  갈리마르 www.gallimard.frwww.gallimard.fr

 Chronos. Esquisse d’une histoire du temps

크로노스: 크로노스: 
시간의 역사시간의 역사
이 책은 시간의 질서와 시간의 역사에 관한 
에세이이다. 자연의 시간을 파악했던 뷔퐁 백작 
덕분에 우리는 이제 시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크로노스가 있었던 그리스의 방식으로부터, '현재'
를 성육신과 최후의 심판 사이의 시간이라고 
설파했던 초기 교회가 구상하고 실행했던 
기독교적 시간 개념의 시대를 거쳐, 현대의 
커다란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적 
시간의 개념은 변화해왔다. 이 책에서는 기독교적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확산하고 정착해왔는지를 
파헤쳐보고, 진보와 미래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현대적인 시간 개념에 어떻게 맞섰는지를 알아본다. 
오늘날, 미래는 어두워지고 인류가 주요한 힘을 
발휘함으로써 변화한 지질학적 시대를 뜻하는 '
인류세'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RIGHTS SOLD
판매 완료: 불가리아어, 중국어, 영어, 터키어

9782072893070 | 2020 | 352쪽 
14x22 cm | 24.50 €

해외 저작권 Judith Rosenzweig : judith.Rosenzweig@gallimard.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해외 저작권 Judith Rosenzweig : judith.Rosenzweig@gallimard.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신시아 플뢰리

시기, 분노, 증오가 
뒤섞인 감정 '르상티망'은 
현대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들 중 하나다.

프랑수아 아르톡

어디에나 존재하고 피할 
수 없는 것, 시간. 아직도 
인류는 시간을 마스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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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mmes et littérature. Une histoire 
culturelle II (XIXe-XXIe-francophonies)

여성과  여성과  
문학의 문화사 문학의 문화사 
(19~21세기 (19~21세기 
프랑스어권)프랑스어권)
프랑스와 미국 대학 열 곳에서 수년간 공동으로 
진행된 연구와 작업의 결과물인 이 작품은 
중세부터 21세기까지 프랑스 혹은 프랑스어권 
국가 문학사에서 여성들의 작품을 집대성한 
최초의 파노라마이다. 고전적인 문학 장르의 
작품들뿐 아니라 에세이, 서신, 일기, 자서전, 
저널리즘, 대중문학, 어린이 문학 등 다양한 
분랴의 작품들이 방대하게 포함된 책으로, 
여성 그리고 남성의 문학 작품에 대한 통합적인 
재평가 및 프랑스어권 문학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9782072889707 | 2020 | 592쪽 
10x17 cm | 10.30 €

 갈리마르  갈리마르 www.gallimard.frwww.gallimard.fr

 Femmes et littérature. Une histoire 
culturelle I (Moyen Âge - XVIIIe siècle)

여성과  여성과  
문학의 문화사  문학의 문화사  
(중세~18세기)(중세~18세기)
프랑스와 미국 대학 열 곳에서 수년간 공동으로 
진행된 연구와 작업의 결과물인 이 작품은 
중세부터 21세기까지 프랑스 혹은 프랑스어권 
국가 문학사에서 여성들의 작품을 집대성한 
최초의 파노라마이다. 고전적인 문학 장르의 
작품들뿐 아니라 에세이, 서신, 일기, 자서전, 
저널리즘, 대중문학, 어린이 문학 등 다양한 
분랴의 작품들이 방대하게 포함된 책으로, 
여성 그리고 남성의 문학 작품에 대한 통합적인 
재평가 및 프랑스어권 문학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9782070465705 | 2020 | 1040쪽 
10x17 cm | 13.50 €

해외 저작권 Judith Rosenzweig : judith.Rosenzweig@gallimard.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해외 저작권 Judith Rosenzweig : judith.Rosenzweig@gallimard.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공동저작물

중세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학에서 
여성들의 자리는 어디였나. 
목적어가 주어가 
되기까지의 먼 길에 관한 
해부학.

공동저작물

중세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학에서 
여성들의 자리는 어디였나. 
목적어가 주어가 
되기까지의 먼 길에 관한 
해부학.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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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Jihadisme français.  
Quartiers, Syrie, prisons

프랑스 프랑스 
지하디즘지하디즘
대다수 프랑스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오늘날 
프랑스 사회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지하디즘 
현상을 피상적이고 비효율적으로 해석해버렸다. 
저자는 수감된 지하디스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하드의 네트워크와 구조를 재구성해냈다. 
저자는 교도소라는 세계를 사회로부터 단절된 
하나의 제도로 여기는 일반적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감옥과 '사회' 사이의 끊임 없는 상호 작용을 
분석한다. 또한 시리아의 과잉 폭력이 프랑스 
영토에 투영된 현상이 사실 지난 세기말 일부 
이슬람 근본주의자 집단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2000부 판매

9782072875991 | 2020 | 416쪽 
15x22 cm | 22.00 €

 갈리마르  갈리마르 www.gallimard.frwww.gallimard.fr

 La Vie ordinaire

평범한 삶평범한 삶
삶. 그보다도 평범한 동시에 비범한 것이 
있을까? 저자는 '익숙한 것을 탐구하고 공통된 
것을 포용'했던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 등의 
사상을 소개한다. 또한 여성들의 내부에 자리 
잡고 집안일을 하도록 만드는 '가정의 천사'를 
죽일 것을 촉구했던 버지니아 울프를 언급하며 
철학은 우리 일상의 곳곳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우리 자신을 깨우치려면 내부의 폭군을 
다스려야만 한다. 저자는 '평범한 삶'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존재 전체를 파헤치는 시도를 
한다.
RIGHTS SOLD
판매 완료: 터키어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42,000부 판매

9782072894893 | 2020 | 192쪽 
14x20 cm | 16.00 €

해외 저작권 Judith Rosenzweig : judith.Rosenzweig@gallimard.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해외 저작권 Judith Rosenzweig : judith.Rosenzweig@gallimard.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위고 미셰롱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프랑스 사회를 
근본부터 뒤흔든 
지하디스트의 방식에 
관하여.

아델 반 리트

프랑스 철학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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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res d’obéir : Le management,  
du nazisme à aujourd'hui

복종의 자유복종의 자유
경영, 나치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라인하르트 혼(1904-2000)은 나치 독일을 위해 
봉사했던 지적 테크노크라트의 원형과도 같은 인물이다. 
변호사로서 그는 국가는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인종과 '
생활 공간'에 의해 구별된 공동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라인하르트는 경제 엘리트와 경영인을 교육하는 기관을 
설립했다. 무엇을 교육했을까? 생산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 수단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목표의 정의에 의한 계층적 업무 조직. 이는 나치가 노예 
인구를 키우고, 굶주리게 하고, 유대인을 말살하던 바로 
그 정책과도 같다. 1980년 이후에는 또 다른 모델들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나치즘의 방식은 경영의 원리와 
일맥상통하고 현대 경영 방식의 원형과도 같아 보인다.

RIGHTS SOLD
판매 완료: 영어, 독일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스페인어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34000부 판매 
> 메디치상 후보

9782072789243 | 2020 | 176쪽 
11x18 cm | 16.00 €

 갈리마르  갈리마르 www.gallimard.frwww.gallimard.fr

 Le Siècle vert :  
Un changement de civilisation

초록의 세기초록의 세기
문명의 변화

저자는 빨간색을 녹색으로 바꾼 우리 시대의 
유행과 스타일을 설명하고, 더는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 인류가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다양한 매력적인 질문들을 제기하며 사실은 지구 
시스템 붕괴라는 유령이 서양을 떠돌고 있는 
가운데 "우리 눈앞에서 또 다른 세계가 태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세계의 정신, 두려움, 
혜택 및 한계를 분석한다.

RIGHTS SOLD
판매 완료: 독일어. 포르투갈어

FIND OUT MORE
> 프랑스에서 25000부 판매

9782072879289 | 2020 | 64쪽 
15x26 cm | 4.90 €

해외 저작권 Judith Rosenzweig : judith.Rosenzweig@gallimard.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해외 저작권 Judith Rosenzweig : judith.Rosenzweig@gallimard.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조안 샤푸토

독일 경영 학교의 
최초 설계자와도 같은 
라인하르트 혼의 삶에 관한 
이야기.

레지 드브레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생태적 근본주의에 대해 
경고하는 책.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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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ts de crise : Un virus et des hommes 
(18 mars - 11 mai 2020)

위기의 전단지위기의 전단지
바이러스와 인류 (2020
년 3월 18일-5월 11일)
코로나 사태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일종의 '
폭로자' 역할을 했다. 다양한 저자들의 에세지 
모음집인 이 책은, '불확실성의 축제'와도 
같은 현재의 위기 상황의 집행자이자 동시에 
관객이기도 한 우리 모두에게 지적인 자극제가 
되어줄 것이다. 레지 드브레, 에리 드 뤼카, 
프랑수아 앙리 데즈라블, 미셸 크레퓌, 알랭 
바디우, 에릭 오르세나, 알레상드로 바리코, 
파브리스 윔베르, 에드가 모랭 등 많은 작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작품.

9782072913013 | 2020 | 560쪽 
15x21 cm | 17.00 €

 갈리마르  갈리마르 www.gallimard.frwww.gallimard.fr

 Paul Morand

폴 모랑폴 모랑
죽어가던 마르셀 프루스트의 머리맡에서 폴 
모랑의 문학에 대한 소명이 확실해졌다. 그리고 
그 소명은 장 콕토에 의해 구체화된 현대성의 
소음 속에 피어난다. 파리 부르주아지 출신의 
깨우친 아티스트 폴 모랑은 공화당 엘리트들과 
인연을 맺는 동시에 보헤미안 저명인사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그의 성격을 형성하고 외교관과 
작가라는 이중 경력을 만들 수 있게 한 두 개의 
독립적인 세계였다. 저자는 지금까지는 접근 
불가능했던 자료와 폴 모랑의 일기 및 미발표 
서신을 통해 폴 모랑이라는 인물의 완전한 
초상화를 그려냈다.

9782072740480 | 2020 | 496쪽 
15x22 cm | 24.00 €

해외 저작권 Judith Rosenzweig : judith.Rosenzweig@gallimard.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해외 저작권 Judith Rosenzweig : judith.Rosenzweig@gallimard.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공동저작물

코로나 위기라는 예외적인 
상황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한 63개의 미발표  
에세지 모음집.

폴린 드레이퓌스

마침내 폴 모랑이라는 
인물의 뿌리와 진실을  
알게 된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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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tout autre Sartre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몰랐던 
사르트르사르트르
입양 딸이 소유하고 있던 미공개 문서를 통해,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사르트르와 그의 작품 
세계를 재발견하도록 돕는 책이다. 억압된 
낭만주의, 여행을 좋아하던 성향, 환상에 대한 
취향, 우울에 빠졌던 순간과 유쾌함을 드러내던 
순간 등 작가 사르트르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측면을 조명한다. 여행 기록, 이탈리아 풍경에 
대한 시적인 묘사, 환각적인 꿈 등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사르트르의 글을 접할 수 
있다. 삶의 마지막까지도 정치적으로 활발했던 
사르트르의 투사적 이미지를 깨부수려는 것이 
이 책의 목표는 아니다. 오히려 서로 독립적으로 
이어져 왔던 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9782072887109 | 2020 | 208쪽 
14x20 cm | 18.00 €

해외 저작권 Judith Rosenzweig : judith.Rosenzweig@gallimard.fr    
수출 Laetitia Le Breton : laetitia.lebreton@gallimard.fr

프랑수아 누들만

복잡하고 복합적인  
한 남자의 뜻밖의 모습을 
그려낸 초상화.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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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musique dans le Proche-Orient ancien

고대  고대  
근동의 음악근동의 음악
보편적인 언어인 음악은 인류만이 가진 속성 
중 하나다. 이 책은 2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 고대 근동의 음악을 연구한다. 그 옛날, 
아가데의 정통왕 사르곤의 딸은 공주이자 재능 
있는 음악가이기도 했는데…

9782705340018 | 2018 | 228쪽 
16x24 cm | 29.00 €

 괴트너  괴트너 http://geuthner.comhttp://geuthner.com

 Conversions des tribus juives  
au christianisme puis à l'islam :  
Péninsule Arabique VIe- XIVe siècles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기독교로 그리고 
이슬람교로이슬람교로
아라비아 반도  
6-14세기
5세기 말 이래 아라비아반도에 세워진 두 개의 
거대한 아브라함 종교는 선교 경쟁과 정치 
운동이라는 두 가지 지점에서 충돌했다. 525
년, 군사적으로 패배한 유대교는 처음에는 
기독교라는, 다음에는 무슬림이라는 새로운 
권력들에 의해 점차 종교성과 정체성의 후퇴를 
겪는다.

9782705340483 | 2020 | 182쪽 
14x20 cm | 21.00 €

해외 저작권 Myra Prince : geuthner@geuthner.com 해외 저작권 Myra Prince : geuthner@geuthner.com

뤼시앵 장 보르

노래, 악기, 기쁨의 
표현으로서의 춤, 
종교의식으로서의 춤을 
통해 고대 근동 문명을 
이해한다.

장 프랑수아 포

기독교로의 개종은 
고통스럽고 강요된 
것이었으며, 이슬람으로의 
개종은 선택적이고 
배타적이었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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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lmyre transformations urbaines : 
Développement d'une ville antique  
de la marge aride syrienne

고대 도시 고대 도시 
팔미라팔미라
시리아 사막에  
건설된 도시
아름다운 장정의 이 책은 그 외관만으로도 수집용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대 시리아의 사막 
중앙에 건설되었던 도시 팔미라의 경이로운 
모습이 펼쳐치는 동시에 팔미라에 관한 엄정한 
분석과 방법론적 성찰을 제공하는 책이다.

9782705338343 | 2010 | 180쪽 
21x28 cm | 52.00 €

 괴트너  괴트너 http://geuthner.comhttp://geuthner.com

 Le Passeur : Voyage initiatique  
dans l'Orient chrétien du IVe siècle

통행인통행인
4세기 동방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 관한 독창적이고 생생한 접근 
방식으로, 오늘날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광란의 경제 전쟁과 비견되는 당시의 종교적 
문제들에 관해 되짚어 보는 책.

9782705338299 | 2010 | 160쪽 
14,5x20 cm | 23.00 €

해외 저작권 Myra Prince : geuthner@geuthner.com 해외 저작권 Myra Prince : geuthner@geuthner.com

마나르 아마드

아름다운 책이자, 하나의 
도시에 관한 엄정한 분석을 
제공하는 책.

크리스티안 토르텔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의 
잔재는 종교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가?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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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s et Savoir d'Orient :  
Héritage et Transmission  
de -3300 à +1500

동방의  동방의  
과학과 지식과학과 지식
기원전 3300년에서 
기원후 1500년으로 
상속되다
지난 2세기 동안 수행되었던, 기원전 33세기부터 
기원후 15세기 사이 근동에서의 과학 발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책이다.

9782705340636 | 2020 | 220쪽 
14x20 cm | 26.00 €

해외 저작권 Myra Prince : geuthner@geuthner.com

아메드 제바르
앙투안 카테르

수천 년 동안 동방에서 
전해져온 지식을 
집대성하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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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ypre : les espoirs du rapprochement 
communautaire

키프로스 : 키프로스 : 
공동체 분쟁 공동체 분쟁 
해결에 대한 해결에 대한 
희망희망
정상회담에서 타협에 실패한 이후 섬이 
분할되었으나, 키프로스 섬의 다수를 차지하던 
공동체인 그리스 공동체와 터키 공동체는 각자의 
정체성 논리를 점진적으로 수정해야만 했다. 
아직은 무너지기 쉬운 화해라는 형태였지만, 
특정 정치 연설이나 시민 사회 내부에서 화합의 
정신이 공공연히 표출되기도 했다. 키프로스 
주민들이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단단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준 내부적 신뢰가 
탄생한 계기가 된 것이다.

9782858312818 | 2018 | 322쪽 
16x24 cm | 30.00 €

 이날코  이날코 www.inalco.frwww.inalco.fr

 Birmanie (Myanmar) 2010-2017 :  
un pays en transition ?

버마(미얀마) 버마(미얀마) 
2010-20172010-2017
2011년, 미얀마는 군사적으로 억압받고 있었다.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일어난 미얀마의 
정치적 변화를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책으로, 
인류학자, 지리학자, 역사학자들이 미얀마의 
사회, 정치 변화를 설명하고 국제적 관점은 물론 
미얀마 내부의 관점에서 미얀마의 개혁 과정 및 
불교 민족주의의 부상, 공동체 간 갈등, 로힝야족 
학살 등의 주제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하는 
작품이다.

9782858313648 | 2020 | 150쪽 
16x24 cm | 20.00 €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알렉상드르 라피에르

그리스와 터키 공동체가 
대립했던 키프로스 섬의 
분쟁, 그리고 정체성 논리의 
수정.

오로르 캉디에

미얀마의 불교 민족주의 
부상과 공동체 간 갈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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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Rome à Lubeck et Dantzig

로마에서 뤼벡, 로마에서 뤼벡, 
단치히까지단치히까지
도시 유산 정책은 1945년 이래로 꾸준히 
발전해왔다. 연구자, 미술사학자, 지리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들이 1945년 이후 유럽 
도시들의 문화유산 개발 정책과 과정을 탐구해낸 
책이다. 독일의 뤼벡, 폴란드의 그단스크와 
브로츠와프, 로마 등 다양한 시대 속 수많은 
역사적인 도시 이야기가 담겨 있다.

9782858313235 | 2019 | 150쪽 
16x24 cm | 25.00 €

 이날코  이날코 www.inalco.frwww.inalco.fr

 Cours de grammaire Bambara

밤바라어 수업밤바라어 수업
밤바라어는 식민지 이전에 왕국이 존재하던 
세구와 카흐타에서 동부 말리 방언을 기반으로 
형성된 언어이다. 민족의 이름은 '바마나' 
였으며, 언어는 '바마나칸'이라 불렸다. 한국 및 
다수의 나라에서는 이를 '밤바라어'라 칭한다. 
밤바라어의 실용적인 교과서와 문법 참고서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책으로, 증강 현실 앱을 
통해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며 학습할 수 있다.

9782858313075 | 2019 | 596쪽 
16x24 cm | 30.00 €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마리 루이즈 플뤼 카플랑
도미니크 리비에르

1945년 이후 유럽 여러 
도시에서의 유산 개발 
정책과 과정.

발랑탱 뷔드랭

증강 현실 앱을 통해 
원어민의 발음을 들을  
수 있는 교재.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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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yclopédie des historiographies. 
Afriques, Amériques, Asies (Tomes 1 et 2)

역사지리학  역사지리학  
백과사전: 아프리카, 백과사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아시아  
(제1권, 제2권)(제1권, 제2권)
157명의 전문가가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기념비적인 측면에서 인류가 과거를 기록해온 
방식을 해석하며 온 세상을 탐험한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대륙을 
넘나들며 다양한 시대의 역사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백과사전으로, 전통적인 인식론적 
접근을 보완할 수 있는 탈 서구중심주의적인 
성찰을 촉구한다. 넓은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에의 초대장.

9782858313440 | 2020 | 1 012쪽 
16x24 cm | 160.00 €

 이날코  이날코 www.inalco.frwww.inalco.fr

 Émile Picot, Secrétaire du prince  
de Roumanie - Correspondance  
de Bucarest (1866-1867)

에밀 피콧, 루마니아 에밀 피콧, 루마니아 
왕자 비서관: 왕자 비서관: 
부쿠레슈티에서 보낸 부쿠레슈티에서 보낸 
서신 (1866-1867)서신 (1866-1867)
에밀 피콧은 1875년부터 1909년까지 
동양어학부의 첫 루마니아어 교수였다. 
호엔촐레른의 카롤 왕자가 루마니아 공국의 
왕좌에 오르자 피콧은 그의 프랑스인 비서관이 
된다. 피콧이 수행하던 임무의 진행 상황이 
드러난 사적인 편지를 통해 당시 루마니아의 
정치적, 문화적 생활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의 
동유럽의 문제들에 프랑스가 개입했던 정황을 
알 수 있다.

9782858313402 | 2020 | 280쪽 
16x24 cm | 22.00 €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안 비기에
에릭 메이에르
나탈리 쿠아메

현대 사회는 과거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나간 시간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를 쓰는가?

세실 폴슈바일러

에밀 피콧은 루마니아 
왕좌에 오른 카롤 왕자의 
프랑스인 비서관이었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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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ntômes dans l'extrême orient d'hier  
et d'aujourd'hui (Tome 1)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의 
귀신 (제1권)귀신 (제1권)
전통적으로 중국 문화에서 악마, 유령, 귀신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며, 오늘날까지도 중국 
사회를 떠돌며 공포감을 주는 존재다. 중세 불교 
계통학, 근대 이전의 윤리서들, 문학 작품과 지역 
연구서, 중국 및 일본의 철학 논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동아시아의 귀신이라는 존재의 
윤곽을 그려낸 책.

9782858312610 | 2017 | 563쪽 
16x24 cm | 45.00 €

 이날코  이날코 www.inalco.frwww.inalco.fr

 Experts et expertise dans les mandats  
de la Société des Nations :  
figures, champs et outils

국제연맹의 국제연맹의 
전문성전문성
경험적 지식과 추상적이고 법칙 정립적인 지식 
사이, 연구와 권력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한 
국제연맹은 국제 표준의 세계적 보급이라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모여드는 중심점이 되었다. 
다양한 규모로 얽혀 있는 구조의 '연결된 세상' 
속에서 국가 간의 개방적이고 절차적인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의 국제연맹의 출현을 연구한 
책으로, 국제연맹이라는 기관의 전문성의 
표준과 전문가들에게 부여된 미래 과제를 
조명한다.

9782858313464 | 2020 | 374쪽 
16x24 cm | 25.00 €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마리 로레이야르
뱅상 뒤랑 다스테

악마, 유령, 귀신은 
오늘날까지도 중국 사회를 
떠돌며 공포감을 주는 
존재다.

샹탈 베르데이
필립 부르모
노리그 느뵈

경험적 지식과 추상적 지식 
사이, 연구와 권력 사이에서 
발휘되는 전문성에 관하여.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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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istoire des procès  
des collaborateurs en Grèce (1944-1949)

그리스 그리스 
협력자들의 협력자들의 
시련의 역사 시련의 역사 
(1944-1949)(1944-1949)
그리스와 유럽을 뒤흔든 사건들과 당파적 
논리(민족주의자, 왕실 주의자, 반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에 면밀히 접근하는 책이다. 남북 
전쟁과 냉전 등, 분쟁 생성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전쟁의 시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아테네 협력자들에 대한 전후 특별 재판 등의 
사건을 분석했디.

9782858312597 | 2017 | 446쪽 
16x24 cm | 38.00 €

 이날코  이날코 www.inalco.frwww.inalco.fr

 Fantômes dans l'extrême orient d'hier  
et d'aujourd'hui (Tome 2)

동아시아의 동아시아의 
귀신 (제2권)귀신 (제2권)
전통적으로 중국 문화에서 악마, 유령, 귀신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며, 오늘날까지도 중국 
사회를 떠돌며 공포감을 주는 존재다. 중세 불교 
계통학, 근대 이전의 윤리서들, 문학 작품과 지역 
연구서, 중국 및 일본의 철학 논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동아시아의 귀신이라는 존재의 
윤곽을 그려낸 책.

9782858312504 | 2017 | 453쪽 
16x24 cm | 40.00 €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디미트리 쿠수리

제2차 세계대전 말미 
그리스 협력자들을 
재판하는 과정.

마리 로레이야르
뱅상 뒤랑 다스테

악마, 유령, 귀신은 
오늘날까지도 중국  
사회를 떠돌며 공포감을 
주는 존재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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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conjugaison des verbes turcs

터키어  터키어  
동사 활용법동사 활용법
이 참고서는 터키어 동사 활용법의 논리를 
이해시킴으로써 외국어로서의 터키어 
학습을 쉽게 만들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터키어에서는 접미사, 시제, 주어, 부정형 등의 
부가적인 요소들이 동사를 둘러싸고 동사라는 
핵을 완성시킨다는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사의 시제 및 변형 규칙, 요약표가 
포함된 터키어 동사 활용 연습 가이드.

9782858313204 | 2019 | 179쪽 
16x24 cm | 20.00 €

 이날코  이날코 www.inalco.frwww.inalco.fr

 La cloche, le rabot et la houe

종, 대패, 괭이종, 대패, 괭이
18세기 초, 정착한 지 100년째 되던 파라과이의 
예수회 선교단은 어느새 황금기에 접어들어 
10만 명 이상의 과라니족이 거주하는 거대한 
집단이 되어 있었다. 이 책은 당시 농장이나 공예 
작업장에서 일하던 과라니족의 일상적인 하루를 
재구성해 보여줌으로써 당시 과라니족과 예수회 
선교단 사이의 독특한 관행과 정치 사회적 
관계를 재조명하는 작품이다.

9782858313525 | 2020 | 238쪽 
16x24 cm | 25.00 €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이펙 오르테르 몽타나리

터키어 동사의 활용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

미카엘 오랑탱

농장이나 공예 작업장에서 
일하던 일상적인 하루를 
재구성하며 당시의 
과라니족과 예수회의 
관계를 그려낸 책.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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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façonnement des ancêtres,  
dimensions sociales, rituelles  
et politiques de l'ancestralité

조상은  조상은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졌는가
개인의 운명과 역사적 사건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이해관계는 
인간 자신의 쇄신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족지학 
연구에 의하면 서로 다른 사회에서 망자를 
모시는 법은 다양하다. 이 책이 제기하고 해답을 
찾고자 하는 질문은 "조상이란 무엇인가?"
라기 보다는 "조상과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중요해지고 의미있어졌는가?"라고 할 수 있다.

9782858312962 | 2019 | 338쪽 
16x24 cm | 30.00 €

 이날코  이날코 www.inalco.frwww.inalco.fr

 La prédication existentielle  
dans les langues naturelles : valeurs  
et repérages, structures et modalités

자연어의 자연어의 
실존적 서술실존적 서술
실존적 구성은 각 언어의 특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을 반영하며, 
그러므로 보편성을 획득한다. 실존적 서술은 
하나의 용어를 다른 용어와 관련하여 구분하는 
방식으로, 특정 존재의 표식자를 사용함으로써 
명제 구성 요소의 비정규적 표식을 비교하게 
된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바라보는 이론적 접근 
방식인 실존적 서술은 세계의 다양한 언어에서 
이뤄지는 언어학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

9782858313624 | 2020 | 218쪽 
16x24 cm | 20.00 €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소피 샤브 다르토엔
스테파니 롤랑 트라이나

다양한 사회에서의 조상의 
사회적, 의식적, 정치적 
차원에 관한 민족지학.

타티아나 보티노

다양한 언어에서 연구된 
실존적 서술을 다루는 책.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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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institutions de l'amour :  
cour, amour, mariage

사랑의 제도: 사랑의 제도: 
법정, 사랑, 법정, 사랑, 
결혼결혼
전통 사회에도 사랑이란 것이 있었을까? 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네팔, 인도)와 인도양의 다양한 
사회에서는 서구적 관습에서 영감을 받은 
개인적인 애정 표현과 전통적 사회 규범 사이의 
타협안이 탄생했다. 낭만적인 사랑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랑이 가족적 전통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타협안은 해당 사회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과 결혼의 의식 
등에서 여실히 드러나곤 한다.

9782858312795 | 2018 | 371쪽 
16x24 cm | 35.00 €

 이날코  이날코 www.inalco.frwww.inalco.fr

 Les désorientés Soldats français 
d'orient (1915-1918)

동방의  동방의  
프랑스 병사들 프랑스 병사들 
(1915-1918)(1915-1918)
1915년, 8만 명이 넘는 프랑스 병사가 다르다넬스 
해협으로 파견되었다. 정부는 주저했었고 
병사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 염려하며 떠난다. 
그리고 다르다넬스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 동방,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단어들이 병사들의 문학적 
영감을 자극했다. 당시 프랑스에서 검열되어 
아무도 알지 못했고 언론도 침묵하던 병사들의 
서신이 공개된다.

9782858313006 | 2019 | 295쪽 
16x24 cm | 30.00 €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카트린 캅트빌 쟁
델핀 오르티스

사랑과 제도: 아시아와 
인도양의 여러 사회에서 
찾게된 낭만적 사랑과 전통 
사이의 타협.

프랑신 생 라몽

1915년 다르다넬스로 
파견되었던 프랑스 
군인들의 생활과 전투에 
관한 생생한 증언.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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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émanciper par les armes ?  
Sur la violence politique des femmes

여성의  여성의  
무장 투쟁무장 투쟁
1960년대 말, 남성들과 여성들은 각각 서구 
민주주의 혁명의 물결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 극좌에 위치한 무장 집단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기여를 주장했다. 사회적, 
정치적, 젠더적 차원을 넘나들며 여성의 무장 
투쟁에 관한 학제 간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가치 체계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하는 
책이다.

9782858313273 | 2019 | 238쪽 
16x24 cm | 25.00 €

 이날코  이날코 www.inalco.frwww.inalco.fr

 Maintenant et à jamais -  
Quelques regards sur la poésie hébraïque

놓쳐서는 안 놓쳐서는 안 
될 히브리 시될 히브리 시
히브리 시와 이스라엘 시.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기준에 따라? 역사적 기준? 
정치적 기준? 언어학적 기준? 국가 이전의 
문학과 국가 이후의 문학으로 구분하던 관습을 
지속해야 하는가? 현대 히브리어의 특별한 역사, 
시오니즘, 쇼아 등이 '시'라는 장르와 맺고 있는 
관계에 관한 질문, 그리고 현대 히브리 시의 
표현 속에 국가적 내러티브의 위치가 무엇인지 
질문을 제기하는 책이다.

9782858313181 | 2019 | 130쪽 
16x24 cm | 25.00 €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알렉상드라 프레노
카롤린 지베르 라파예

1960년대 말의 정치사회적 
시위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 
참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다.

마샤 이츠하키

근·현대 히브리 시와 
이스라엘 시는 동일한 
것인가?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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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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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ise en Crète

크레타의 크레타의 
베니스베니스
외국 세력이 들어와서 권력을 잡고, 좋은 땅을 
마음대로 취하고, 자신들의 행정과 규칙, 세금, 
정의, 종교, 언어, 사회 분리, 경제 원칙 등을 
이식했다. 또한, 중앙 집중식으로 통제되지만 
시간이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진화하는 통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크레타섬의 
식민지화 과정을 통해 식민지개발 계획의 
진정한 그림을 그려낸 책이다.

9782858313013 | 2019 | 372쪽 
16x24 cm | 30.00 €

 이날코  이날코 www.inalco.frwww.inalco.fr

 Tableau de bord des pays d'Europe 
Centrale et Orientale et d'Eurasie 2019

중부·동부 유럽 중부·동부 유럽 
및 유라시아 29및 유라시아 29
개국의 2019년 개국의 2019년 
성과표성과표
학계, 컨설팅, 공공 행정 분야의 12명의 
전문가가 29개의 국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경제, 사회, 정치, 지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가별 주요 발전을 되짚어보고 각국의 사회 
변화를 조망한 책.

9782858313259 | 2019 | 184쪽 
16x24 cm | 25.00 €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Bretzner : nathalie.bretzner@inalco.fr    
해외 저작권 Maria Diotallevi : maria.diotallevi@inalco.fr

조엘 달레그르

크레타는 13세기 초부터 17
세기 중반까지 거의 5세기 
동안 베네치아 공화국의 
통치 하에 있었다.

장 피에르 파제
쥘리앙 베르쾨이

프라하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29
개국의 경제, 사회 및 정치 
발전 성과표.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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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 disparus du Joola

줄라의 실종줄라의 실종
배 줄라가 침몰한 지 십 년 후, 아드리앙 압솔뤼는 
카사망스로 향한다. 지갱쇼르에 정착한 아드리앙. 
만나는 사람마다 2002년 9월, 이곳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은 그 날에 대해, 그 재앙이 폭력적으로 
드러낸 이 세네갈 지역의 진실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한다. 수사를 하기로 결심한 아드리앙은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읽고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며 이 국가의 무관심과 
수많은 이들의 부패, 끔찍한 은폐와 규칙에 맞서게 
된다. 아드리앙은 그날의 진실을 시간 단위로 알게 
되었고, 배가 건조되고 빌려지고 점검을 받았던 
시간과, 부적합한 점검 결과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허가했던 시점까지도 거슬러 오른다. 아드리앙은 
배가 침몰한 뒤 영웅적인 용기를 보여준 사람들의 
모습과 진실을 모른 채 기다려야만 했던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무한히 길었을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FIND OUT MORE
> 르노도상 에세이부문 후보

9782709661553 | 2020 | 281쪽 
21x13 cm | 19.00 €

 JC 라테  JC 라테 www.editions-jclattes.frwww.editions-jclattes.fr

 Ivresses

술에 취한  술에 취한  
역사역사
수 세기 동안, 음주에는 무거운 대가가 뒤따랐고 
음주는 한 번 이상 역사를 바꾸어놓기도 했다. 
기원전 2000년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는 엄청난 
양의 맥주의 힘으로 지어졌다. 또한 프랑스의 백년 
전쟁에서의 승리는 소뮈르 와인통 덕분이었다. 
댈러스에서는 경호원이 숙취에서 깨고 있던 사이에 
JFK가 암살당했다. 1994년 12월 31일 저녁에는 술 
취한 러시아 장군이 술김에 체첸에서 그로즈니를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우리가 아직 마셔본 적 없는 
역사 이야기가 펼쳐진다!

9782709666374 | 2020 | 174쪽 
22x14 cm | 19.00 €

해외 저작권 Eva Bredin Wachter : ebredin@jclattes.fr   해외 저작권 Elsa Misson : emisson@jclattes.fr 
수출 Sophie Perfus Mousselon : sperfusmousselon@jclattes.fr 

해외 저작권 Eva Bredin Wachter : ebredin@jclattes.fr   해외 저작권 Elsa Misson : emisson@jclattes.fr 
수출 Sophie Perfus Mousselon : sperfusmousselon@jclattes.fr 

아드리앙 압솔뤼

진실에 대한 희망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념비 같은 이야기.

브누아 프랑크밤

술이 세상을 바꾸던 순간.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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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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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Parisienne : Histoire d’un mythe.  
Du siècle des Lumières à nos jours

파리지엔느파리지엔느
파리지엔느,  
그 신화의 역사
파리지엔느'의 이미지는 시간의 흐름에 맞서 
살아남았다. 귀족과 인민 여성, 파리와 지방, 
여성 해방과 남성 지배 사이의 대립 속에 형성된 
'파리지엔느'의 이미지는 새롭게 태어나며 
꾸준히 변화해왔고, 시대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파리지엔느라는 
하나의 고정 관념을 진지하게 다룬 최초의 책일 
이 책은, 파리지엔느는 개념이 형성되던 문화적 
기원으로 돌아가 개념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개념의 용도와 기능을 해석한 책이다.

9782021365375 | 2020 | 432쪽 
15,3x24 cm | 23.00 €

 쇠이 출판사  쇠이 출판사 www.seuil.comwww.seuil.com

 Histoire de la fatigue :  
Du Moyen Âge à nos jours

피로의 역사피로의 역사
중세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피로에 따른 일반적인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신체적인 불편감, 심리적 
고통, 의지 상실 등. 피로는 오래전부터 인간 
삶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인식은 변하고 
있다. 과로, 스트레스, 번아웃, 정신적 부하 등 
구체적인 용어가 나타났고, 새로운 증상과 
그에 따른 새로운 설명들이 뒤따랐다. 피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형태 역시 시대와 함께 
변해왔다. 한때는 성을 수호하는 기사의 
영예로운 인내심이기도 했고, 금융계 종사자의 
피곤한 얼굴이기도 했고, 육체노동자의 고갈된 
체력이기도 했다. 한편, 우리는 디지털과 
서비스업의 시대가 되면서 나타난 중요한 
현상을 놓치고 있다. 무한한 자율성에의 꿈과 
그에 수반되는 좌절이 무한한 피로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9782021291919 | 2020 | 480쪽 
15,3x24 cm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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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르타이요

어제와 오늘 사이,  
대담함과 수동성 사이에서 
형성된 파리지엔느의 
매력적인 이미지.

조르주 비가렐로

우리의 현재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매혹적이고 
역사적인 피로 여행.

인문사회·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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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Manifeste Travail :  
Démocratiser, démarchandiser, 
dépolluer

노동 선언문노동 선언문
민주화, 반 상품화, 
환경 정화
노동 현장에서 인간은 '자원'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도시 통제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삶을 살아야 했던 모든 
이들은 이 명제에 대한 살아 있는 증거였다. 
노동 자체가 상품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직원들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시장법에 따라 아무런 규제 없이 
노동자를 부리는 특정 분야 노동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지구를 구해야 
한다.

9782021470499 | 2020 | 216쪽 
13x18,5 cm | 13.00 €

 쇠이 출판사  쇠이 출판사 www.seuil.comwww.seuil.com

 Le corps et ses raisons

이유 있는 몸이유 있는 몸
몰리에르는 어째서 의사를 놀렸던 걸까? 정액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스트레스는 질병일까? 
의학사를 조사하던 저자 장 스타로뱅스키는 
이런 놀라운 질문들에 직면했다. 우리의 
신체에는 우리의 이성이 알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신체에 대한 지식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놀라운 책.

9782021238402 | 2020 | 544쪽 
14x20,5 cm | 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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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벨 페르라
쥘리 바틸라나
도미니크 메다

여성 학자들이 작성하고  
전 세계 6000명의 학자들이 
서명한 필수 선언문.

장 스타로뱅스키

우리 몸에는 역사가 
있는가?

인문사회·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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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t d'un voyageur : Une contre-enquête

어느  어느  
여행자의 죽음여행자의 죽음
재조사
여행 동호회에 속했던 한 남자가 프랑스 
헌병특공대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사건을 둘러싼 가족의 이야기와 헌병대의 
설명은 일치하지 않았고, 사건은 법원에 의해 
기각된다. 이 사건에 매료된 디디에 파생은 
재조사를 이끌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 여행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의 여러 버전을 재현하는 
실험적 형태의 내러티브를 발명한다. 이를 통해 
디디에 파생은 고통받는 존재의 삶의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행자를 존중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9782021450774 | 2020 | 176 pages 
14x20,5 cm | 17.00 €

해외 저작권 Maria Vlachou : maria.vlachou@seuil.com   수출 Pierre Hild : pierre.hild@seuil.Com

디디에 파생

한 여행자가 프랑스 
헌병특공대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왜일까?

인문사회·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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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uvelle histoire de la danse en Occident : 
De la Préhistoire à nos jours

서양 무용의 서양 무용의 
새로운 역사새로운 역사
선사 시대에서 
현재까지
저자 로라 카펠은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에서 
서양 무용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 선사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서양 무용의 새로운 
파노라마를 만들어냈다. 고전 무용의 구성에서 
오늘날의 힙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용의 
기법과 유행을 보여주고, 아폴로니안적이면서 
디오니시안적인, 또한 정치적이고 미학적이며 
수많은 신체의 기술이 필요한 예술 '무용'의 
다양한 면모를 담아냈다.

9782021399899 | 2020 | 368쪽 
17x24 cm | 31.00 €

해외 저작권 Maria Vlachou : maria.vlachou@seuil.com   수출 Pierre Hild : pierre.hild@seuil.Com

로라 카펠
공동저작물

아마추어, 전문가 및 
무용 교사에게 필수적인, 
독보적인 서양 무용 역사서!

인문사회·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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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ce qu'une plante ? :  
Essai sur la vie végétale

식물이란 식물이란 
무엇인가무엇인가
식물의 삶에  
대한 에세이
식물은 고통받지 않는다. 고통이란 신체로 겪는 
경험인데, 나무에게 죽는다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일 뿐이다. 상대적인 의미의 죽음이란 사실 
완전한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모든 가능성의 
절대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끝이어야 한다. 
그래서 동물이나 인간은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일 속에서 
채취한 마른 씨앗은 땅에 심기면 다시 살아난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밀알은 한 번 죽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 죽는 이러한 식물의 
삶은, 오히려 비극의 정반대 위치에 놓인다.

9782021414615 | 2020 | 208 pages 
14x20,5 cm | 20.00 €

해외 저작권 Maria Vlachou : maria.vlachou@seuil.com   수출 Pierre Hild : pierre.hild@seuil.Com

플로랑스 뷔르가

우리는 식물도 동물도 
아니지만 그들의 신비에 
접근할 수는 있다.

인문사회·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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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 histoire universelle des ruines :  
Des origines aux Lumières

유적의  유적의  
보편적 역사보편적 역사
기원에서 계몽까지
유적은 기억과 망각, 자연과 문화의 균형 
사이에서 끊임없이 복권되는 흔들리는 다리다. 
이집트인들은 패권의 영광을 거대한 기념물에 
담아냈다. 그리스와 켈트족과 스칸디나비아에서 
기억의 수호자는 시인이나 음유 시인이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서양인들은 '기념물 숭배'를 
만들어냈다. 르네상스는 고대 유산을 드높이고 
시각화하는 체계적인 전략을 채택했다. 유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타인과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는 
인류가 스스로 주장하는 진정한 인류란 없다.

9782021282504 | 2020 | 744쪽 
23x30 cm | 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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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monde en nègre et blanc :  
Enquête historique sur l’ordre racial

흑백의 세계흑백의 세계
인종 질서에 관한 
역사적 탐사
이 책은 지중해 노예제에서 시작해 아프리카와 
대서양에 이어 3대륙(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의 유럽 식민지화 과정으로 이어진 
주요 단계를 되짚어봄으로써 인종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열쇠를 제공하고 그 경제적, 인류학적, 
정치적 기반을 밝히는 방대한 탐사서이다. 또한 
'니그로(흑인)'라는 단어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화이트(백인적)'의 의미를 설명한다.

푸앵 | 9782757880050 | 2020 
400 pages | 10,8x17,8 cm | 10.00 €

해외 저작권 Maria Vlachou : maria.vlachou@seuil.com   수출 Pierre Hild : pierre.hild@seuil.Com 해외 저작권 Maria Vlachou : maria.vlachou@seuil.com   수출 Pierre Hild : pierre.hild@seuil.Com

알랭 슈납

인간 문명이 권력의 기념비 
및 고대 유산에 대한 기억과 
맺어온 관계에 대한 장대한 
파노라마.

오렐리아 미셸

노예의 역사, 인종의 역사, 
식민화의 역사를 담은 책.

인문사회·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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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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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 벨 레트르  레 벨 레트르 www.lesbelleslettres.comwww.lesbelleslettr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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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Nicolas Filicic : n.filicic@lesbelleslettres.com 해외 저작권 Nicolas Filicic : n.filicic@lesbelleslettres.com

피에르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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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탱 소바주 (지휘 아래)

20000년 전 좌식화가 막 
시작된 고대 근동의 완전한 
파노라마를 제공하는 책.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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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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 벨 레트르  레 벨 레트르 www.lesbelleslettres.comwww.lesbelleslettr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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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Nicolas Filicic : n.filicic@lesbelleslettres.com 해외 저작권 Nicolas Filicic : n.filicic@lesbelleslettres.com

프랑수아즈 브리퀠 샤토네
뮈리엘 데비에

2000년의 시리아 역사와 
문화에 접근하기 위해 100 
개 이상의 삽화, 11개의 
지도 및 다양한 텍스트를 
연구한 전례없는 작품.

로베르 뮈샹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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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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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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 벨 레트르  레 벨 레트르 www.lesbelleslettres.comwww.lesbelleslettr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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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Nicolas Filicic : n.filicic@lesbelleslettres.com 해외 저작권 Nicolas Filicic : n.filicic@lesbelleslettres.com

니콜라 웨일 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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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시안 피렌 델포르주

그리스 종교의  
복잡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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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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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Nicolas Filicic : n.filicic@lesbelleslettres.com

장 크리스토프 살라댕

과거의 유산을 
되살림으로써 미래를 
건설하는데 일조했던 
르네상스 시대의 
탐험가들을 이야기한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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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stoïevski

도스도예프스키도스도예프스키
현대의 위대한 작가들이 독자와 함께 고전을 
향한 경외를 나누고자 마련된, 작가 인생에서 
특별히 중요한 작품을 이야기하는 <내 인생의 
작가> 컬렉션. 불가리아에서 태어난 쥘리아 
크리스테바는 어린 시절 도스도예프스키의 
작품을 읽기 시작했다. 유럽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자리매김한 쥘리아 크리스테바가 거장 
도스도예프스키를 날카롭고 깊이 있게 분석한 
책이다.
RIGHTS SOLD
2개국에서 저작권 판매 완료:  
미국, 이탈리아

뷔셰 샤스텔 | 9782283030400 | 2020 
256쪽 | 11,5x19 cm | 14.00 €

 리벨라  리벨라 www.libellagroup.comwww.libellagroup.com

 Dieu et la Silicon Valley

신과  신과  
실리콘 밸리실리콘 밸리
50세에 가까워진 도미니카 신부 에릭 살로비르 
신부는 천주교의 독특한 인물로, 흔치 않은 
전문성을 구현한 인물이다. 그는 테크놀로지 
분야에 관해서 바티칸이 조언을 구하는 고문 
신학자이며, 로마와 실리콘밸리를 잇는 가교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아 온 신부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나 추기경들과 테크놀로지 
기업의 유명한 경영인들 간의 만남이 성사된 
것도 사실 에릭 살로비르 신부 덕분이었다.

뷔셰 샤스텔 | 9782283034026 | 2020 
304쪽 | 14x20,5 cm | 20.00 €

해외 저작권 Christine Bonnard Legrand : christine.bonnardlegrand@libella.fr    
수출 Sophie Fourcade : sophie.fourcade@libella.fr

해외 저작권 Christine Bonnard Legrand : christine.bonnardlegrand@libella.fr    
수출 Sophie Fourcade : sophie.fourcade@libella.fr

쥘리아 크리스테바

유럽의 대표 지성이 
바라본 소설의 거장 
도스도예프스키.

에릭 살로비르

바티칸의 괴짜  
도미니카 신부.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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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i qui ? Merci mon chien

동물들아, 동물들아, 
고마워고마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겠다. 이것이 동물에 대한 나의 사랑의 
선언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나면 다양한 질문이 
이어진다. 동물에게 인사를 건네는 방법은? 
동물에게 반말을 해도 되는 걸까? 우리는 여전히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걸까? 동물들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뷔셰 샤스텔 | 9782283034484 | 2020 
216쪽 | 13x19 cm | 16.00 €

해외 저작권 Christine Bonnard Legrand : christine.bonnardlegrand@libella.fr    
수출 Sophie Fourcade : sophie.fourcade@libella.fr

장 루이 푸르니에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노하우 매뉴얼.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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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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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텔리에  메텔리에 www.editions-metailie.comwww.editions-metaili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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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Catherine de Léobardy : secretariat@metailie.fr    
수출 Lise Detrigne : Lise.Detrigne@metailie.fr

해외 저작권 Catherine de Léobardy : secretariat@metailie.fr    
수출 Lise Detrigne : Lise.Detrigne@metailie.fr

파스칼 디비에

수도원의 필경사에서 21
세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무실을 
여행한다.

파스칼 디비에

좁은 출구에서  
기념비적인 문까지,  
문은 어디에나 있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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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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텔리에  메텔리에 www.editions-metailie.comwww.editions-metaili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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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Catherine de Léobardy : secretariat@metailie.fr    
수출 Lise Detrigne : Lise.Detrigne@metailie.fr

해외 저작권 Catherine de Léobardy : secretariat@metailie.fr    
수출 Lise Detrigne : Lise.Detrigne@metailie.fr

다비드 르 브르통

<걷기 예찬>의 다비드 르 
브르통 최신작!

마르틴 세갈렌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현대적인 일입니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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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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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Catherine de Léobardy : secretariat@metailie.fr    
수출 Lise Detrigne : Lise.Detrigne@metailie.fr

다비드 르 브르통

웃음의 모든 것을 다룬 책.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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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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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앙스 포 출판원  시앙스 포 출판원 www.pressesdesciencespo.frwww.pressesdesciencesp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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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Nathalie Larmanjat : 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Larmanjat : 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에릭 베르데이
시앙스포 지도 제작 

아틀리에

도시 환경에 대한 전례 없는 
아틀라스.

프랑수아 주멘
알렉산다르 란코비치
시앙스포 지도 제작 

아틀리에

생태 위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모은 최초의 
아틀라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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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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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앙스 포 출판원  시앙스 포 출판원 www.pressesdesciencespo.frwww.pressesdesciencesp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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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Nathalie Larmanjat : 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Larmanjat : 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도미니크 카르동

우리는 어떠한 디지털 
문화를 구축해나가야 
하는가.

쥐디트 레이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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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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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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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앙스 포 출판원  시앙스 포 출판원 www.pressesdesciencespo.frwww.pressesdesciencesp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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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Nathalie Larmanjat : 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Larmanjat : 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나데주 라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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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윈 자카이

2°C는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이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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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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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앙스 포 출판원  시앙스 포 출판원 www.pressesdesciencespo.frwww.pressesdesciencesp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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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Nathalie Larmanjat : 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Larmanjat : 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엘렌 페리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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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욤 드뱅
프랑크 프티빌
시몽 토르지만

유엔 총회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참고서.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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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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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앙스 포 출판원  시앙스 포 출판원 www.pressesdesciencespo.frwww.pressesdesciencesp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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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Nathalie Larmanjat : 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Larmanjat : 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앙리 베르주롱#BR#파트릭 
카스텔

소피 뒤뷔송 켈리에 
잔 라자뤼스

에티엔 누게즈 
올리비에 필미스

공권력은 특정한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인의 
인지 편향을 이용한다.

질베르 리스트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고 
성장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는 방법.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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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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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앙스 포 출판원  시앙스 포 출판원 www.pressesdesciencespo.frwww.pressesdesciencesp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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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Nathalie Larmanjat : 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Larmanjat : 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기욤 무랄리스

역사학과 국제법의 
관점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의 결과와 그  
영향을 분석한다.

마티외 코르텔

의료 통계의 역사.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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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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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앙스 포 출판원  시앙스 포 출판원 www.pressesdesciencespo.frwww.pressesdesciencespo.fr

 Les Métamorphoses du travail contraint : 
Une histoire globale XVIIe-XIX siècles

강제  강제  
노동의 역사노동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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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Nathalie Larmanjat : 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해외 저작권 Nathalie Larmanjat : 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피에르 블랑

토지 문제를 권력 논리의 
중심에 두어 재검토한 
새로운 현대사!

알레산드로 스탄치아니

강제 노동의 역사는 
자유 노동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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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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Nathalie Larmanjat : 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사빈 소뤼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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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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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écarcérer : Cachez cette prison  
que je ne saurais voir

교도소를 교도소를 
해체하다해체하다
우리가 보려 하지  
않는 감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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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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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뤼 드 레쉬퀴에  뤼 드 레쉬퀴에 www.ruedelechiquier.netwww.ruedelechiquier.net

 Carnage : Pour en finir  
avec l'anthropocentrisme

대학살대학살
인류 중심주의를  
종식 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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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OUT MORE
> 30 Millions d'amis 문학상 최종 후보 (2020)

9782374252421 | 2020 | 208 pages 
14x21 cm | 18.00 €

해외 저작권 Christian Voges : vogesforeignrights@gmail.com 해외 저작권 Christian Voges : vogesforeignrights@gmail.com

실뱅 뤼세

이제, 시선을 회피하지 
말고 교도소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할 때다.

장 마르크 강실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충격적인 에세이.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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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Égalité sans condition :  
Osons nous imaginer et être semblables

조건 없는 평등조건 없는 평등
감히 상상하라,  
그리고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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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S SOLD
일본에서 출판됨 (Keiso Shobo)

9782374251479 | 2019 | 96쪽 
11x19 cm | 10.00 €

 뤼 드 레쉬퀴에  뤼 드 레쉬퀴에 www.ruedelechiquier.netwww.ruedelechiqui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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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와 유전자뿌리와 유전자
세계 농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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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2374251080 | 2020 | 512 & 592쪽 
11x17,5 cm | 25.00 €

해외 저작권 Christian Voges : vogesforeignrights@gmail.com 해외 저작권 Christian Voges : vogesforeignrights@gmail.com

레잔 세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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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니 르페브르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두 권의 책에 담긴  
세계 농업사.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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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plus se mentir : Petit exercice  
de lucidité par temps d'effondrement 
écologique

거짓말은  거짓말은  
이제 그만이제 그만
생태 붕괴의 시대,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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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OUT MORE
> 7500부 이상 판매됨 (프랑스)

9782374251462 | 2019 | 96쪽 
11x19 cm | 10.00 €

 뤼 드 레쉬퀴에  뤼 드 레쉬퀴에 www.ruedelechiquier.netwww.ruedelechiqui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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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을  숲을  
숨기는 기후숨기는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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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2374251776 | 2019 | 256쪽 
11x17,5 cm | 9.00 €

해외 저작권 Christian Voges : vogesforeignrights@gmail.com 해외 저작권 Christian Voges : vogesforeignrights@gmail.com

장 마르크 강실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생태적 활동주의를 
촉구하는 장 마르크 강실의 
급진적인 시선.

기욤 생트니

국가나 NGO 혹은  
미디어가 기후 변화 문제에 
부여한 우선 순위는 과연 
정당한 걸까?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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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yclage, le grand enfumage :  
Comment l'économie circulaire  
est devenue l'alibi du jetable

재활용,  재활용,  
거대한 속임수거대한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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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뤼 드 레쉬퀴에  뤼 드 레쉬퀴에 www.ruedelechiquier.netwww.ruedelechiqui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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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횡단보도
걸으며 하는  
디지털 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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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저작권 Christian Voges : vogesforeignrights@gmail.com 해외 저작권 Christian Voges : vogesforeignrights@gmail.com

플로르 베를링겐

재활용이 단지 미끼였다면?

로랑스 브릴

그녀는 어떻게 걷기를 통해 
과도한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났을까?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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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parler de Dieu aujourd'hui

신에 대해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이야기하는 법
신이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 어제 했던 
축구 경기나 일기 예보 같은 소소한 대화거리 
가운데 놓일 수 있을까? 아니면 신은 무릇 
칸트의 반항과 니체의 족보 사이에 보기 좋게 
배치해 좀 더 고차원적이고 학문적인 방식으로 
논의해야만 하는 주제가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신의 존재를 고고히 드높이려 의도하는 그 순간, 
오히려 우리 안에 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9782706717802 | 2012 | 220쪽 
11x17 cm | 10.00 €

 살바토르  살바토르 www.editions-salvator.comwww.editions-salvator.com

 Aimer c'est… :  
Petit livre de l'amour véritable

사랑한다는 건사랑한다는 건
진정한 사랑을 위한 
작은 책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존재한다. 
사랑은 인간의 삶의 지평이다. 사랑이 부재할 
때 우리는 사랑을 찾고, 때로는 필사적으로 찾아 
헤맨다. 사랑을 할 때면 우리는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사랑을 지키려 한다. 이 책은 학술 논문이 
아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식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저자 마르크 바이요는 
우리를 안내하는 사제이자 영적 가이드이다.

9782706714443 | 2016 | 128쪽 
11x17 cm | 9.90 €

해외 저작권 François Hilaire : droits-etrangers@editions-salvator.com 해외 저작권 François Hilaire : droits-etrangers@editions-salvator.com

파브리스 아드자지

신이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

마르크 바이요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  
받기 위해 존재한다.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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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our vrai : Au seuil de l'autre

진정한 사랑진정한 사랑
타인의 문턱 앞에서
"인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음란물은 종종 아낌없이 주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모방하며 인간의 사랑을 풍자한다. 
진정한 사랑이란, 강한 의미를 지닌 사랑이다. 
우리가 한때는 '자비'라고 불렀던 이 사랑은, 
우리를 마치 기도하듯 타인의 문턱 앞에서 
인내하게 만든다."

9782706716317 | 2018 | 142쪽 
13x20 cm | 16.00 €

 살바토르  살바토르 www.editions-salvator.comwww.editions-salvator.com

 Joseph : L'éloquence d'un taciturne

요셉요셉
무의미한 웅변
복음서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인물에 관해 이야기할 것들이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비추어 
요셉이라는 인물을 연구한 책이다.

9782706708305 | 2011 | 270쪽 
15x22,5 cm | 20.00 €

해외 저작권 François Hilaire : droits-etrangers@editions-salvator.com 해외 저작권 François Hilaire : droits-etrangers@editions-salvator.com

마르탱 스테펀즈

기도하듯 타인의 문턱 
앞에서 인내하게 만드는 
진정한 사랑을 옹호한다.

필립 르페브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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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christianisme n'existe pas encore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않는 기독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다. "신약의 
기독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저자는 
키르케고르를 인용하며, 현재의 문화화된 
기독교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복음에 충실한지 
자문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환상임을 
설명한다.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날, 저자 도미니크 콜랭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적으로 말하는 법을 아는 기독교'가 
필요하다고 설파한다.

9782706716348 | 2018 | 190쪽 
13x20 cm | 18.00 €

 살바토르  살바토르 www.editions-salvator.comwww.editions-salvator.com

 L'homme, merveille de Dieu : Essai 
d'anthropologie christologique

인간,  인간,  
신의 경이신의 경이
기독 인류학 에세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인간을 바라보는 다양한 
비전, 즉 다양한 인류학이 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인류학이란 무엇일까? 
지금처럼 인간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시대에 
어떻게 인간이 신의 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독 인류학은 신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또한 은혜받음에 기초한 인간과 신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 예수회 소속의 저자 베르나르 
세스부에는 위대한 현대 신학자 중의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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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크 콜랭

도미니크 콜랭은 '
복음적으로 말하는 법을 
아는 기독교'가 필요하다고 
설파한다.

베르나르 세스부에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인류학이란 무엇인가?

인문사회·에세이
 

예술  실용·자기계발·취미  만화·그래픽 노블   
어린이·청소년  문학  과학·기술·의학  영어덜트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et Beaux livre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Art de vivre, Developpement personnel Bien-Etre, Loisirs.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Bande dessinee et Roman graphiqu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Jeuness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Litterature et Fiction.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Sciences et Techniques, Medecine.pdf
https://www.bief.org/fichiers/content/2021/kor/FDM2021_SEOUL_Young Adult.pdf


  2021 서울국제도서전서울국제도서전 8 개 주제별 카탈로그개 주제별 카탈로그

 살바토르  살바토르 www.editions-salvator.comwww.editions-salvator.com

  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Neuvaines pour les jours difficiles

힘겨운 하루를 힘겨운 하루를 
위한 구일기도위한 구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걱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불안함을 가라앉히기 위한 기도문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이 책은 스무 가지 
구일기도문이 실려 있는 책으로, 기도하는 자가 
구주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 베르나르 마리 신부는 프란체스코 
수도사이자 신학 박사로, 성경 언어의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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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르 마리

스무 가지 구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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