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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 

도서는 프랑스의 첫 번째 문화 산업이자 가장 국제화된 산업 중 하나이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는 
프랑스 도서의 번역 출간 및 프랑스어권 작가의 방한을 지원하며, 다양한 프랑스 기관에서 주관하는 레
지던스 프로그램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인문사회과학, 문학과 토론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는 주제의 토론회들을 통
해 프랑스와 한국간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프랑스나 프랑스어권 석학들의 방한과 그들의 작품 번역 및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신세대 연구원들을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출판번역지원프로그램은 프랑스어권 작가의 작품을  번역 출간하고자 하는 한국 출판사들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대사관 문화과 홈페이지 참조 :  
kr.ambafrance-culture.org/aides-a-la-publication-et-a-la-traduction 

https://kr.ambafrance-culture.org/aides-a-la-publication-et-a-la-traduction/


주제  THÈMES

페미니즘의 역사 HISTOIRE DU FÉMINISME

베르제스 카린, 비나르 프로랑스, 기야르-네들레크 알렉상드린 
BERGÈS Karine, BINARD Florence, GUYARD-NEDELEC Alexandrine (dir.)

5

보네 마리-조제프 BONNET Marie-Josèphe 6
클레망 카트린느 CLÉMENT Catherine 7
프레스 주느비에브 FRAISSE Geneviève 8
쾨슐랭 오로르 KOECHLIN Aurore 9
라레르 마틸드 LARRÈRE Mathilde 10
페로 미셸 PERROT Michelle 11
발레 에디트 VALLÉE Édith 12

여성과 모성 LES FEMMES ET LA MATERNITÉ

바댕테르 엘리자베트 BADINTER Elisabeth 14
봉발레 카미유 BONVALET Camille 16
데 아망딘 DHÉE Amandine 17
린아르트 비르지니 LINHART Virginie 18
상탕토니오스 로랑스 SANTANTONIOS Laurence 19
시아파 마를렌, 브뤼기예르 세드리크 SCHIAPPA Marlène, BRUGUIÈRE Cédric 20
손 릴리 SOHN Lili 21
빅토린 카미유, 고귀지 안나 완다 VICTORINE Camille, GOGUSEY Anna Wanda 22

평등을 향해 : 새로운 사회적 쟁점들 VERS L’ÉGALITÉ : NOUVEAUX ENJEUX SOCIÉTAUX

바스티드 로랑 BASTIDE Lauren 24

부라위 니나 BOURAOUI Nina 25
베시에르 셀린, 골라크 시빌 BESSIÈRE Céline, GOLLAC Sibylle 26
콜렉티브 옹즈, 비로 밥티스트 COLLECTIF ONZE, VIROT Baptiste 27
콜레 마르고, 레미-를뢰 라파엘, 디글리 COLLET Margaux, RÉMY-LELEU Raphaëlle, DIGLEE 28

델피 크리스틴 DELPHY Christine 29

가르시아 마농 GARCIA Manon 30

자블론카 이반 JABLONKA Ivan 31

크니비엘레르 이본 KNIBIEHLER Yvonne 32
페리비에 엘렌 PÉRIVIER Hélène 33

푸르쉐 마리아 POURCHET Maria 34

스토르티 마르틴 STORTI Martine 35

공동작업 Collectif 36



사회적 압력과 젠더 문제 PRESSIONS SOCIALES ET QUESTIONS DE GENRE

카도슈 엘리자베트, 드 몽타를로 안 CADOCHE Elisabeth, DE MONTARLOT Anne 38
슈발 소피 CHEVAL Sophie 39
다몽 안-베네딕트 DAMON Anne-Bénédicte 40
프루아드보-메트리 카미유 FROIDEVAUX-METTERIE Camille 41
크니비엘레르 이본 KNIBIEHLER Yvonne 43

로랑스 카미유 LAURENS Camille 44
루아조 나탈리 LOISEAU Nathalie 45

멜페르 안-세실 MAILFERT Anne-Cécile 46
메이 루이즈, 리봉 MEY Louise, LIBON 47

실방데르 마티외, 바리에 페르스발 SYLVANDER Matthieu, BARRIER Perceval 48

폭력, 불평등, 성차별 VIOLENCES, INÉGALITÉS ET SEXISME

콩도민 아나이스, 프리드만 에마뉘엘 CONDOMINES Anaïs, FRIEDMANN Emmanuelle 50
들롬 클로에 DELAUME Chloé 51
디알로 로카야 DIALLO Rokhaya 52
라퐁 롤라 LAFON Lola 53
라게르 마리, 데이카르 로렌 LAGUERRE Marie, DAYCARD Laurène 54
르 멘 노에미 LE MENN Noémie 55
라파엘 클레르 RAPHAËL Claire 56
르나르 노에미 RENARD Noémie 57
세나크 레잔 SÉNAC Réjane 58
실베라 라셸 SILVERA Rachel 59
소랑트 이자벨 SORENTE Isabelle 60
베르제스 프랑수아즈 VERGÈS Françoise 61
야투 YATUU 63

페미니즘, 섹슈얼리티 FÉMINISME ET SEXUALITÉ

보르디에 레아 BORDIER Léa 65
다르상 루 DARSAN Lou 66
디글리, 오비디 DIGLEE, OVIDIE 67
마드무아젤 나비, 레네 오드리 MADEMOISELLE NAVIE, LAINE Audrey 68
스파크 마린 SPAAK Marine 69
빙클레르 마르탱 WINCKLER Martin 70



페미니즘의 역사  
HISTOIRE DU FÉMINISME



『21세기의 페미니즘: 제 3의 물결 ? 
Féminismes du XXIe siècle : une troisième vague ?』 

PUR│coll. Archives du féminisme│2017│ 282p. 
분야 : 사회학, 역사 

해외저작권 문의:  
Pierre-Henry Frangne│pierre-henry.frangne@uhb.fr

이 책은 다양한 영역(역사, 사회학, 철학, 커뮤니케이션학, 예술)과 광범위한 지리적·문화적 범위(서
유럽, 미국, 캐나다, 인도, 일본)에서 현시점의 페미니즘 지도를 제시한다. 세대의 측면에서 페미니즘
의 부흥에 대해 검토하고, 지배적인 정치적 주제로서 합당한 것인지 질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 제3
의 물결 » 페미니즘의 이론적 틀과 행동 방식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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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제스 카린, 비나르 프로랑스,  
기야르-네들레크 알렉상드린 

BERGÈS KARINE, BINARD FLORENCE,  
GUYARD-NEDELEC ALEXANDRINE (DIR.)

카린 베르제스는 현대 스페인 문화 전문가이며, 세르지-퐁투아즈 대학교(UCP)의 성평등 담당관이다. 

플로랑스 비나르는 파리 대학 교수이며 영어권 젠더 및 여성 학회(SAGEF)의 회장을 맡고 
있다.  

알렉상드린 기야르-네들레크는 영어영문학과 전임강사이며, 소르본대학 젠더 문제 학제

간 연구 센터(AGIS)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mailto:pierre-henry.frangne@uhb.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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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네 마리-조제프 BONNET MARIE-JOSÈPHE

『여성 해방의 역사  
Histoire de l'émancipation des femmes』 

Éditions Ouest-France│2012│ 128p.  
분야 : 역사 

해외저작권 문의 : Servane Biguais│sbiguais@edilarge.fr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났을 때, 해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
사 속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투쟁이 일어났으며, (여전히 위협받고 있지만) 무엇을 얻었고, 또 어떤 
주도적 흐름이 전개되었는가? 개인과 공동체 차원의 해방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독창적
인 그림들을 통해 어떻게 여성들을 드러나게 할 것인가? 이 책은 이와 같은 많은 질문들에 답하고 있
다. 

저자 마리-조제프 보네는 이러한 여성의 자각이 중세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보고 자신들의 독특한 경
험을 표현하기 위하여 종교 중심의 편협한 사회 속에서 용기 내 발언을 하고자 했던 예언가들과 신비
주의자들에 주목한다. 이러한 이교도들의 뒤를 이어, 지식인들, 시인들, 프롱드 당원들, 여장부들, 그
리고 남녀 간의 불평등에 항의하면서 살롱 문화를 발전시킨 계몽주의 시대의 여성들이 등장한다. 프
랑스대혁명이 페미니즘과 인권을 위한 투쟁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혼전 동거, 성적 자유, 자유 모성, 
자기자신과 무의식에 대한 자각, 예술 활동, 정신 탐구 그리고 시민의 공동체 투쟁 참여 등 또 다른 형
태의 해방이 전개된다. 여성으로서 개별화되고, 성적 규범을 파괴하며,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자유와 지
위를 획득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있어서 해방을 위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마리-조제프 보네는 프랑스의 역사학자로서 여성사와 예술사, 여성 동성애 분야의 전문가이다.

mailto:sbiguais@edilarge.fr


『마녀들의 박물관 
Le musée des sorcières』 

Albin Michel│2020│304p.  
분야 :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Pauline Florenville│pauline.florenville@albin-michel.fr

유럽에서 마녀들은 17세기까지 화형을 당했다. 그들의 죄는 오직 여자라는 사실 단 하나뿐이었다. 르
네상스 도래 직전, 교황은 모든 여성들이 마녀라고 공표했다. 당시의 문헌은 ‘남근’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죽여도 좋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잔혹성은 프랑스대혁명을 거쳐서야 겨우 사라졌으며 불온
한 마녀는 곧 푸른 망토를 걸친 새로운 여신, 정결한 성모 마리아라는 완벽히 반대의 이미지로 변신한
다. 그 옛날 화형 당하고, 능지처참 당하고, 저주받았던 이 마녀들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
가? 산속에 은둔한 강인한 치유자, 페미니즘의 손녀, 페멘의 활동가, 그리고 미투 운동의 일원들까지, 
오늘날의 마녀들은 자유로우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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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린느 클레망은 소설가, 철학자, 문학비평가, 에세이스트로서 지금까지60여권의 책을 출간하였
다. 대표작으로 알뱅 미셸 출판사에서 나온 『밤의 찬미』(2010)와 『신과 사랑을 나누기』(2017) 등이 
있다. 

클레망 카트린느 CLÉMENT CATHERINE

mailto:pauline.florenville@albin-michel.fr%22%20%5Ct%20%22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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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주느비에브 FRAISSE GENEVIÈVE 

『역사의 후속.  
여성 예술가와 창작자들 
La suite de l’histoire. 
Artistes et créatrices』 

Le Seuil│coll. La couleur des idées│2019│144p.  
분야 :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Françoise Guyon│fguyon@seuil.com

프랑스대혁명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서 여성 해방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걷게 된다. 바로 ‘여성 전체를 위한’ 길과 ‘여성 각자를 위한’길이다. 첫 번째 길은 시민으로서의 권
리, 즉 시민권, 교육, 고용, 개인의 책임, 사회적 자립으로 이어졌으며, 두 번째 길은 창조하고, 생각
하고, 글을 쓰고, 남성들과 지적이고 예술적인 기쁨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의 저자
는 바로 이 두 번째 길 위에서 역사의 후속을 짚어보고자 한다. 

여성 예술가들은 역사의 후속에서 권리를 쟁취하고 기존의 강압적 질서를 벗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만들고 강요된 기준을 변화시킨다. 평등이란 여전히 새로운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 책이 여성의 성적 정체성이나 사회적 진출 문제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그들의 
창작활동에 주목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주느비에브 프레스는 철학자이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의 명예 수석연구원이

다.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그는 성평등의 계보와 성/젠더 문제에 대한 저서들

을 출간했으며, 관련 대표작으로는 『동의에 관하여』 (Seuil, 초판:2007, 재판:2017), 『세계

의 성화. 해방에 관한 고찰』(Presses de Sciences Po, 2016) 등이 있다.

mailto:fguyon@seuil.com


『페미니즘 혁명  
La révolution féministe』 

Éditions Amsterdam│2019│176p.  
분야 :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Nicolas 
Vieillescazes│nicolas@editionsamsterdam.fr

몇 년 전부터 페미니즘은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권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특히 남아메리카에서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투쟁과 사고들을 정리해보려는 
야심 찬 목표를 갖고 있다. 저자는 페미니즘의 ‘제4의 물결’이 시작됐다고 가정한다. 우선 그동안 제
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지난 세 번의 물결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것의 정치적이고 지적인 여정을 되짚
고, 주요 흐름과 원동력, 분열 지점, 맹점을 꼼꼼히 분석한다. 종종 제2물결을 일률적으로 백인 여성
들의, 부르주아적인, 국가 페미니즘으로 귀결시키는 시대에 이러한 관심은 이 책이 지닌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오늘날 페미니즘 운동의 쟁점과 분열 지점들(특히 무슬림 여성들, 성노동, 성전환자)
을 강조하고, ‘사회적 재생산’에, 그리고 젠더 억압과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화 사이의 관계에 축을 둔 
페미니즘을 옹호한다. 리즈 보겔과 실비아 페데리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작가는 1970년대 유물론적 
혹은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과, 가장 최근의 투쟁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페미
니즘의 역사와 현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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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르 쾨슐랭은 페미니스트 활동가로서 팡테옹-소르본 파리 1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프랑
스의 부인과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쾨슐랭 오로르 KOECHLIN AURORE

mailto:nicolas@editionsamsterdam.fr


『남성주의에 대한 분노 
Rage against the Machisme』 

Éditions du détour│2020│224p.  
분야 : 에세이 

저작권 문의 : Magalie Delobelle│magalie@sfsgagency.com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정복, 강탈, 방어, 차별에 대한 분노, 불평등의 역사, «남성
주의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다. 

역사학자 마틸르 라레르는 프랑스 혁명에서 페미니스트들의 투쟁을  루이즈 미셀, 지젤 알리미 그리
고 폴린 레옹과 말리카 엘파시 같이 드러나지 않았던 운동가들의 발자취에서 오늘날 미투 운동까지 
추적한다.  

역사적으로, 이 책은 이야기, 시대의 다큐, 노래, 슬로건들을 담았으며, 성불평등을 수용하지 않는 자
들의 고뇌와 결의를 보여주며, 그들이 수세기 동안 얼마나 결속 했는지를 그려낸다. 

평등, 투표권, 교육, 자기 방어권,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투쟁 뿐 아니라 식민지 여성의 해방을 위한 
투쟁 등 여성의 자유가 침해당한 곳이 너무 많은 만큼, 오늘과 내일 또 정복하고 방어 할 권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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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틸드 라레르는 역사학자이자, 교육자-연구가, 19세기 혁명 전문가이다.  미디어 분석 비평 웹사이트 
Arrêt sur Image 에서 역사 분야에, 잡지 Politis에서 «역사는 소설이 아니다 L’Histoire n’est pas 
un roman » 파트에  로랑스 드콕과 함께 글을 기고하고 있다.

라레르 마틸드 LARRÈRE MATHILDE

mailto:magalie@sfsgagen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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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 미셸 PERROT MICHELLE

『여성의 길  
Le chemin des femmes』 

Robert Laffont│coll. Bouquins│2019│1184p.  
분야 : 역사 

해외저작권 문의 :  
Laetitia Beauvillain│laetitia.beauvillain@robert-laffont.com

오랫동안 연구자들로부터 무시되어 온, 피지배자들에 관심을 가진 저자는 평범한 삶이지만 그 자체
로 역사를 만들어 온, 파업 노동자들이나 19세기의 수형자들, 거리의 아이들과 방랑자들, 벨에포크 
시대의 불량배들과 같은 이들의 반쯤 지워진 삶의 흔적들을 파헤친다. 그리고 바로 여성들 즉, 다양한 
여정을 걸어왔으며, 침실, 작업실, 공장, 부르주아 주택, 거리 등 다양한 삶의 장소에 놓였던 여성들의 
삶을 탐구한다.

 (미슐레가 ‘불경한 단어’라고 칭했던) 여성 노동자들이나 (조르주 상드를 위시한) 여성 
작가들, 투사로 활동했거나 혹은 무명의 삶을 살았던, 착취와 욕망의 대상이 된 예속되었

거나 혹은 압도하였던 몸을 지닌, 오랫동안 숨죽여 들리지 않던 이 여성들의 목소리가 작
가의 독특한 문체의 힘으로 되살아난다. 결국 모든 여성들은 ‘반항하는 견직공’ 뤼시 보
(Lucie Baud)의 모습과 만나게 된다. 이제르 지방에서 파업을 이끌었던 그는 『노동의 우
울』에 영감을 준 인물로서, 이 놀라운 탐구서가 이 책에서 온전히 재현된다.

미셸 페로는 현대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중 한 명이다. 주변인의 역사, 사회사, 여성사, 젠더사 등에서
의 선구적인 그의 연구 성과는 해당 분야와 그 주제를 일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mailto:laetitia.beauvillain@robert-laffont.com


『파리의 여성 유산 
Le matrimoine de Paris』 

Christine Bonneton│coll. Guides Paris│2018│311p.  
분야 : 역사 

해외저작권 문의 :  
Anne-Sophie de Tarragon│edito@editions-bonneton.com

여성의 관점으로 바라본 수도 파리의 문화유산. 파리에는 실타래처럼 엮인 길들이 있다. 건물에서 동
상으로 이어지는 길 하나를 골라 따라가보자. 이 책은 예술가, 작가, 화가, 과학자, 심지어는 마녀들까
지, 뛰어난 여성들이 자주 찾았던, 그들을 떠올릴 수 있는 스무 개의 여정을 소개한다. 이 여성들은 모
두 용기를 갖고 의연한 태도로 난관을 뛰어넘어 무언가를 창조하고, 발명하였으며, 사고방식을 전진
시켰다. 에디트 발레는 이 놀라운 여성들에게 그들이 파리와 인류의 역사에서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
리를 다시금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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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트 발레는 심리학 박사로서, 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들 편에서 활동하였

다. 2015년, HF재단과 함께 ‘마트리무안(Matrimoine, 여성으로부터의 유산)’ 활동을 개시

하였다. 

발레 에디트 VALLÉE ÉDITH 

mailto:edito@editions-bonneton.com


여성과 모성  
LES FEMMES ET LA MATERNITÉ



『갈등, 여자와 어머니 
Le conflit, la femme et la mère』 

Flammarion│2010│272p.  
분야 : 에세이, 철학 

해외저작권 문의: Florence Giry│fgiry@flammarion.fr

『여분의 사랑』 출간 후 30년이 지난 지금, 숨겨졌던 진정한 이념적 전쟁이 시작된다. 이 전쟁의 결과
가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온전히 가늠할 수 없다. 모성본능이라는 낡은 개념을 높이 평가하
는 자연주의의 귀환은 여성들의 해방과 성평등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다. 

자신의 모유, 시간, 에너지 등 어머니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된 나머지,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이 난관 앞에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일부 여성들은 모성애를 
통해 온전히 자아를 실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언젠가 자신의 기쁨과 고통을 따져보게 
된다. 한편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경험, 주고받는 사랑, 전달의 중요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절망
과 일상의 스트레스, 피할 수 없는 갈등, 그리고 때로는 실패감이 자리할 것이다.  

여성들은 존엄한 관습이 떠받드는 ‘모성주의자’의 명령에 대항할 것인가? 여성들은 은밀히 퍼져 있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주장에 맞서 언제까지 자신들의 욕망과 의지를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

14

엘리자베트 바댕테르는 철학 교수로, 계몽주의 시대 전문가이다. 대표작으로, 『여분의 사랑』(1980), 
『남과 여』(1986), 『잘못된 길』(2003) 등이 있다.

바댕테르 엘리자베트 BADINTER ÉLISABETH

mailto:fgiry@flammarion.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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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댕테르 엘리자베트 BADINTER  ÉLISABETH

『한 어머니의 갈등.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와 그 자녀들 

Les conflits d’une mère.  
Marie-Thérèse d’Autriche et ses enfants』 

Flammarion │2020│272p.  
분야 : 에세이, 철학 

해외저작권 문의: Florence Giry│fgiry@flammarion.fr

엘리자베트 바댕테르는 『여성형 권력』(2016)에서 매혹적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당대 가장 
강력한 여성 군주였던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1717-1780)에 주목한 바 있다. 사람들
을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외교술, 소통 능력, 그리고 심리적 섬세함만이 아니라, 바람기 넘치는 남편과 
(미래의 마리 앙투아네트를 포함한) 열여섯 명의 자녀들에게 쏟았던 변함없는 애정이었다. 그녀는 어
떻게 자신의 ‘일’과 어머니의 역할을 양립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이를 아직 온전한 인격으로 여기지 
않던 그 시기, 그녀는 어떤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엘리자베트 바댕테르는 지금껏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조사하여, 모성이라는 독특한 관점으
로 이 인물을 새롭게 분석한다. 그녀가 자신의 열여섯 자녀 각자와 가졌던 관계들을 탐구한다. 이러한 
새로운 분석은 여제로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즉 자식들을 염려하는 다정하고 복합적인 어
머니의 모습, 또한 마음이 명령하는 선택과 국가 이성이 강요하는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낸다. 많은 면에서, 오늘날의 어머니들이 겪는 갈등들을 예고한 셈이다.

엘리자베트 바댕테르는 철학 교수로 계몽주의 시대 전문가이다. 대표작으로, 『여분의 사랑』(1980), 
『남과 여』(1986), 『잘못된 길』(2003), 『갈등, 여자와 어머니』(2010) 등이 있다.

mailto:fgiry@flammarion.fr


『허공 초음파  
Échographie du vide』 

Autrement │2020│188p.  
분야 : 소설  

해외저작권 문의: Florence Giry│fgiry@flammarion.fr  

연애 중인 젊은 여성 에마뉘엘은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 나팔관을 묶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수술 전 4개월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만 한다… 에마뉘엘의 엉뚱한 시선으로 바라본 4개월간
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모성과 여성성, 복종을 강요받는 오늘날의 젊은 여성의 일상 속으로 들어간
다. 에마뉘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투쟁해 나간다. 페미니스트 작가가 예리한 필치로 써 내려간 첫 소
설로서 익살스러운 장면들이 가득하며, 등장하는 여주인공은 오늘날의 현실이 가차 없이 반영된 인
물이다. 

16

카미유 봉발레는 출판계에서 일한다. 파리 8대학 문학창작 석사 과정을 마쳤다. 『허공 초음파』는 그의 
첫 소설이다.

봉발레 카미유 BONVALET CAMILLE

mailto:fgiry@flammarion.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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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아망딘 DHÉE AMANDINE

『여성이란 청사진  
La femme brouillon』 

Éditions La Contre Allée│coll. La Sentinelle│2017│96p.  
분야 : 사회학  

해외저작권 문의:  
Céline Telliez │rights@associationdesediteurs.com

완벽한 어머니를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용어
는 그 어떤 실현도 이루어 내지 않도록 하기에 중요하며, ‘양립하다’라는 단어의 적이다. 무용(無用)해
지기로 선언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용기 있는 행위이기에, 어머니에게 그것은 완벽한 전복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아빠와 아기에게 일요일 점심 식사를 하러 같이 나가길 거부하고 하루 종일 잠옷 바람으로 널브러져 
있던 날, 나는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모성을 강요하는 지배적 담론 속에서 나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이 글을 썼다. 또한 나
는 규범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느꼈던 모순과 양가적인 감정들, 그리고 이 다짐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
던 유혹들에 대해서도 증언하고자 했다. 엄청난 취약성과 연약함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는 
계속해서 완벽한 어머니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그러나 완벽한 어머니란 단호하게 규탄해야 할 국가
의 무용한 계획일 따름이다. 나의 개인적 경험을 정치적으로 조명하고 싶었기에, 페미니스트로서 나
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 나는 짧은 글을 원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럽
고 모성적인 언어가 아닌 단호하고 날카로운 언어로 써 내려 가고 싶었다.” - 아망딘 데.

아망딘 데는 작가이자 연극인이다. 그는 프랑스 북부도시 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마지네르 극단과 
함께 일하면서 정기적으로 뮤지컬이나 연극 무대에 오른다. 『여성이란 청사진』으로 2017년 오르 콩
쿠르 상을 수상했다.

mailto:rights@associationdesediteurs.com


『모계 효과  
L'effet maternel』 

Flammarion│2020│224p.  
분야 : 자서전 

해외저작권 문의: Florence Giry│fgiry@flammarion.fr

“넌 그냥 낙태를 해야 했었어. 그는 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어느 여름날 아침 그녀의 어머니가 던진 이 말 때문에 이 작품의 화자는 『모계 효과』를 쓰게 되었는지
도 모른다. 이 아이는 이제 막 17살이 된 그녀의 맏딸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머니가 이런 
심한 말을 뱉은 것일까? 마음을 후벼파는 말과 침묵이 있었지만, 햇살 가득한 유쾌한 휴가로 점철된 
이 관계 속에는 사랑도 가득했다. 

이 가혹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작가는 이 독특한 이야기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사와 교차시킨다. 홀로코스트로 인한 피해, 
68운동, 그리고 1979년대 여성주의의 성과까지. 개인과 공동체의 만남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태어난
다.

18

비르지니 린아르트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배우이며, 영화감독이다. 68운동, 홀로코스트, 여성의 자
유 등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룬 정치적, 역사적, 사회학적 다큐 영화를 만들었다.

린아르트 비르지니 LINHART VIRGINIE

mailto:fgiry@flammarion.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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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탕토니오스 로랑스 SANTANTONIOS LAURENCE

『여성들에게 자유를.  
어머니가 되지 않을 선택  

Libre à elles. 
Le choix de ne pas être mère』 

Mauconduit │2018│200p.  
분야 : 사례모음집 

해외저작권 문의: editions@mauconduit.com

유럽 여성 다섯 중 한 명은 40세에 아이가 없다. 갈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선택이 되고 있다. 하
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처럼 아이를 갖고 싶은 욕망이 표출될 때도 없었다. 인류가 맞이한 이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로랑스 상탕토니오스는 어머니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 40여 명의 여성들을 
만났다. 저자는 그들의 이야기에 삶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엄마로서의 경험을 유쾌하게 덧붙인다. 

인터뷰와 작가의 글이 어우러진 이 고증된 생생한 글 속에서 작가는 금기 없이 이 문제들에 접근하고 
고정관념에 맞선다. 인터뷰를 진행한 여성들의 경험에 자신의 경험을 견주면서, 작가는 독자들을 ‘아
이를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기이한 선택의 한 가운데로 이끈다.  

『여성들에게 자유를』은 차이에 바치는 찬사이자, 생각과 행동에의 자유에 대한 응원이다.

로랑스 상탕토니오스는 작가이며, 출판계와 문학 저널리즘 분야에서 약 30년간 일했다. 
그는 출판사 모콩뒤(Mauconduit)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이다.

mailto:editions@mauconduit.com


『어머니 천장. 
모성이 어떻게 여성의 경력을 방해하는가  
Plafond de mère. 
Comment la maternité freine la carrière des femmes』 

Eyrolles│2015│208p.  
분야 :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Viviane Alloing│valloing@eyrolles.com

아마 유리 천장보다 훨씬 더 해로운, (저자들이 고안한 용어인) ‘어머니 천장’은 경제활동 중이든 아
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이든,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과 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아이 한 명 혹은 두 명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70% 이상이 일을 한다. 실제 사례로 채워
진 이 실용적인 저서는 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경력을 쌓는 것이 더 어려운지 설명하고, 진부한 논
의를 넘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저자들은 ‘어머니 천장’의 경제적, 역사적, 사회
적, 심리적, 운영적 메커니즘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아직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있지 않은 이 장애
물을 부수기 위해 어머니, 아버지, 노동자, 고용자들이 고안한, 노동의 새로운 사용법을 공개한다. 저
자들은 각 장의 말미에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소개한다. 또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논의
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세 주체, 즉 제도 및 공동체, 고용주, 그리고 부모가 조화롭게 협력하여 맡아야 
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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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를렌 시아파는 프랑스의 정치인이자 작가이다. 그는 ‘일하는 엄마’ 네트워크의 설립자이자 회장이
며, 2017년 5월부터 에두아르 필리프 내각에서 양성평등 국무장관을 맡고 있다. 

세드리크 브뤼기예르는 프랑스의 한 대기업에서 경력 관리를 맡고 있다. 그는 여러 저서와 전문 매체
에 다수의 글을 썼다. 

시아파 마를렌, 브뤼기예르 세드리크 
SCHIAPPA MARLÈNE, BRUGUIÈRE CÉDRIC 

mailto:valloing@eyroll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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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릴리 SOHN LILI

『 마마스.  
모성본능 해체에 대한 개설서  

Mamas. 
Petit précis de déconstruction de l’instinct maternel』 

Casterman│2019│296p.  
분야 : 만화  

해외저작권 문의: Jérôme Baron│jbaron@casterman.com 

작가의 말. “어린 시절 난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15살이 됐을 때, 난 20살에 엄마가 될 
거라 생각했고, 20살이 됐을 땐 25살쯤에 그렇게 될 거라 믿었다. 그 후 난 나와 다르게 생각하면서 
모성 의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난 내가 정말 엄마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엄마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며, 왜 그 일을 하는 것일까? 이 문
제에 대한 내 입장은 반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난 29살의 나이에 암에 걸리게 되었다. 의사는 암 
선고를 내리면서, 암 치료를 받으면 아마 불임이 될 거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난 사람들이 
내게서 장난감을 뺏어간 것 같았고, 내가 원하는 건 오직 그 장난감뿐이었다! 4년이 지난 지금 난 임
신 중이다. 나는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유명한 모성 본능이라는 것에 의문을 던지고, 그것을 철학
적, 문화적, 역사적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부모성(parenthood)에 접근해볼 것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모성 본능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가?”

릴리 손은 그래픽디자이너이자 삽화가이며 작가이다. 2014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이후 “챠오 귄
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투병기를 색색깔의 그림으로 재치 있게 전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유방 전쟁』(Michel Lafon), 『질 토닉』(Casterman) 등이 있다.

mailto:jbaron@casterman.com


『우리 엄마는 이상해  
Ma maman est bizarre』 

La ville brûle│coll. Jamais trop tôt│2020│44p.  
분야 : 아동 그림책 

해외저작권 문의: Milena Ascione│milena@booksagent.fr 

싱글맘과 그녀의 딸이 함께 하는 삶의 여러 단면들이 딸아이의 순수하고 솔직한 시선으로 그려진다. 
거친 일상(광란의 축제, 전시회 오프닝 파티, 예술 공연, 페미니즘 시위) 뒤에는 일상의 다정한 순간들
도(포옹, 저녁의 입맞춤, 공원 산책) 찾아온다. 

한부모 가정의 이야기. 자유분방한 페미니스트 엄마와 평범하진 않지만 마음은 따뜻한 어른들 사이
에서 자라나는 아이…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관용, 포용을 예찬하는 이 책은 진정으로 보석과 같은 
작품이다. 보편적이고 쉬운 언어의 사용, 많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가족 형태를 인지하고 살펴볼 수 있
도록 매우 자연스럽게 소개되는 다양한 가족과 부모성의 형태, 안나 완다 고귀지의 아름다운 삽화, 주
제의 시사성으로 빛나는 책이다. 물론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질 때마다 프랑스의 소수 반동분자들이 
들고일어나긴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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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유 빅토린은 예술계 에이전트이자 무용가이며, 공연 예술가이다. 대학에서 법과 예술사를 전공하
였으며, 『우리 엄마는 이상해』는 그의 첫 저서이다. 

안나 완다 고귀지는 삽화가이자 타투이스트이다. 올리비에 드 세르 국립 응용미술학교를 졸업한 후, 
언론계(르몽드, 네옹, 리베라시옹, 트루아 쿨뢰르 등), 문화 기관(팔레 드 도쿄 등), 유명 페스티발, 페
미니스트 단체, 출판계 등에서 일하고 있다.

빅토린 카미유, 고귀지 안나 완다 
VICTORINE CAMILLE, GOGUSEY ANNA WANDA

mailto:milena@booksagent.fr


평등을 향해 : 새로운 사회적 쟁점들 
VERS L’ÉGALITÉ :  

NOUVEAUX ENJEUX SOCIÉTAUX



『 존재하는.   
도시, 미디어, 정치… 여성들의 자리는?  
Présentes.  
Ville, médias, politique… Quelle place pour les femmes ?』 

Allary Editions│2020│272p.  
분야 : 에세이 
 
저작권 문의 :   
Marleen Seegers│marleen.seegers@2seasagency.co

« 눈에 띄기. 두려움없이 거리 걷기. 자신의 의견을 크고 분명하게 표현하기. 이것이 사회가 여성과 
소수자에게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신사분들, 문제 해결은 페미니스트 연구가들과 활동가들이 수행했다. 메커니즘은 파악되었고 해결책
도 있다. 모두 다 있다. 지금 부족한 건 여러분의 의지이다. 

하지만, 매일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분명 여성들이 남성들과 진정으로 동
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은 그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로랑 바스티드. 

이 책을 통해, 로랑 바스티드는 미투 세대의 가장 고무적인 활동가들의 성찰을 반영한 초다큐적인 페
미니스트 성명서에 서명한다. 오늘날 새로운 페미니스트 및 반인종차별주의 투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지침서.

24

로랑 바스티드는 기자로, 팟캐스트 제작 스튜디오Nouvelles écoutes 공동 창립자이며, 페미니스트 
팟캐스트 La Poudre 를  진행하고 있다.

바스티드 로랑 BASTIDE LAUREN

mailto:marleen.seegers@2seasagency.co


『인질들  
Otages』 

JC Lattès│2020│170p.  
분야 : 소설 

해외저작권 문의: Eva Bredin Wachter│ebrdin@jclattes.fr

“내 이름은 실비 메이예르, 53세이다.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이고 남편과는 일 년 전 헤어졌다. 고무
회사인 카젝스에서 일하며 조립부서를 총괄한다. 전과는 없다.” 

실비는 평범하고 검소하고 성실한 여성이며 좋은 동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소박한 여성이다. 남편이 
그녀를 떠났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행
동하며 아이들을 보살폈고 너무 넓어진 침대에 홀로 누웠다. 회사 사장이 그녀에게 추가 근무와 함께 
다른 직원들의 감시 업무를 요청했을 때 그녀는 항의하지 않았다. 타인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했을 따
름이다. 그러던 어느 11월의 아침, 세상과 타인의 폭력, 고독, 불의에 압도된 그녀는 하룻밤만에 모든 
것을 부숴버린다. 그녀의 행동은 처벌 대상이며 고소감이자 징역감이다. 하지만 그 반항의 시간, 실비
는 살아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났다. 

훌륭하고 놀라운 한 여인의 초상. 실비의 모든 고통과 모든 말이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의 삶에, 우리
의 용서의 몫에, 우리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희망에 울림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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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 부라위는 프랑스의 소설가이다. 매우 자전적인 그의 작품들은 어김없이 늘 화제가 된다. 그는 소
설을 통해 사랑, 동성애(작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감추지 않는다), 정체성, 자신이 겪은 혼란, 그리고 
향수를 간직하고 있는 알제리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쓴다. 

부라위 니나 BOURAOUI NINA

mailto:ebrdin@jclattes.fr


『자본의 성(性).  
가족은 어떻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가  
Le genre du capital.  
Comment la famille reproduit les inégalités』 

La découverte │coll. SH / L'envers des faits │2020│336p.  
분야 : 사회학, 경제학 

해외저작권 문의:  
Delphine Ribouchon│d.ribouchon@editionsladecouverte.com

우리는 21세기의 자본주의가 갈수록 커져가는 사회 계층 간의 불평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
다. 하지만 명백히 평등한 법과 노동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여성들도 독립성을 얻게 되리라는 믿음에
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부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세대의 사회적 입지를 다음 세대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본
을 축적하고 물려주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아버
지와 어머니는 가족의 재생산 전략에 있어서 서로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그로부터 같은 
이익을 얻고 있지 않다. 20년간의 연구의 산물인 이 책은 자본에도 성(性)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셀린 베시에르와 시빌 골라크는 법조인과 함께 부부의 이혼과 유산 상속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계산, 
분할, 갈등에 대해 조사한다. 자본의 관리와 분배 메커니즘은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나, 
항상 여성의 소유권 상실로 끝이 난다. 이처럼 이 책은 어떻게 계층으로 구성된 사회가 남성의 자본 
점유를 통해 재생산되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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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린 베시에르는 파리 도핀 대학교 사회학 교수이자 사회과학학제간연구소(IRISSO) 소속 연구원이
다. 2008년부터 특히 프랑스에서 부부의 이혼에 대한 법적 처리를 주제로 한 대규모 공동 연구에 참
여하였다. 

시빌 골라크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 소속 사회학자로서, 파리 사회정치연구소의 ‘도시 문
화와 사회’ 연구팀에서 일하고 있다. 연구모임 ‘쥐스틴(Justines)’과 ‘콜렉티프 옹즈(Collectif Onze, 
『부부들의 법정』, Odile Jacob, 2013)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베시에르 셀린, 골라크 시빌 
BESSIÈRE CÉLINE, GOLLAC SIBYLLE

mailto:d.ribouchon@editionsladecouver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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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들의 법정  
Au tribunal des couples』 

Casterman│coll. Sociorama│2020│168p.  
분야 : 만화 

해외저작권 문의: Jérôme Baron│jbaron@casterman.com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밀한 사생활이 법정에 설 때! 

말리카는 법원 서기로 일한다. 그녀는 매일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각계각층의 열 쌍 정도되는 
부부들을 본다. 그들은 자녀들의 방문 시간이나 양육비를 두고 싸움을 벌인다. 

사건들의 반복적인 성격에도, 말리카와 함께 일하는 판사는 늘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하지만 어느 날 
판사는 그녀에게 자신의 전근 소식을 알린다. 새로 온 판사는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고… 소란을 불러
올 것만 같다. 

300건에 가까운 공판 사례와 이혼소송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이 작품은 오직 소송 부담을 덜기 위해 
합의이혼을 하는 이 시대에 이혼 재판의 모든 측면을 총망라하여 제시한다. 

콜렉티브 옹즈는 사회학자들의 모임으로 상당한 규모의 연구 조사(300건 이상의 사례)에 참여했다. 

밥티스트 비로는 수많은 작품을 발표한 만화가로서, 그의 작품은 주로 ‘레르캥마르토’, ‘프소리아지스’, 
‘랑플루아이에 뒤 무아’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콜렉티브 옹즈, 비로 밥티스트 
COLLECTIF ONZE, VIROT BAPTISTE

mailto:jbaron@casterman.com


『비욘세는 페미니스트인가?  
…페미니즘을 이해하기위한 또 다른 질문들 
Beyoncé est-elle féministe ? 
…et autres questions pour comprendre le féminisme』 

First Éditions│coll. First Document│2018│192p.  
분야 : 청소년용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Elodie Gachot│elodie.gachot@edi8.fr

“남자 없는 여자는 자전거 없는 물고기와 같다!” 이것은 여성 해방 운동의 슬로건이다. 

왜 도처에 나체의 여성들이 있는 것일까? 만약 온라인상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역사책 속에서 여성들은 어디 있을까? 여성스러운 것은 무엇이고, 남성스러운 것은 무엇일까? 

사랑, 욕망, 섹스는 모두 같은 것일까? 왜 프랑스에는 여성 대통령이 한 명도 없는 걸까?

28

마르고 콜레는 2017부터 유럽위원회와 유로소셜(EurosociAL) 프로그램의 젠더 문제 컨설팅 전문
가로 활동하고 있다. 

라파엘 레미-를뢰는 2016년부터 “페미니즘을 감행하라!” 단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디글리는 삽화가이자 소설을 쓴 작가이다.

콜레 마르고, 레미-를뢰 라파엘, 디글리 
COLLET MARGAUX, RÉMY-LELEU RAPHAËLLE, DIGLEE

mailto:elodie.gachot@edi8.fr


『주적(主敵).  
가부장제의 정치 경제학(1권)  

L'ennemi principal. 
Économie politique du patriarcat (tome 1)』 

Syllepse Éditions│coll. Nouvelles Questions 
Féministes│2013│262p.  

분야 : 에세이, 사회학 

해외저작권 문의: edition@syllepse.net

“내 이름은 실비 메이예르, 53세이다.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이고 남편과는 일 년 전 헤어졌다. 고무
회사인 카젝스에서 일하며 조립부서를 총괄한다. 전과는 없다.” 

실비는 평범하고 검소하고 성실한 여성이며 좋은 동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소박한 여성이다. 남편이 
그녀를 떠났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행
동하며 아이들을 보살폈고 너무 넓어진 침대에 홀로 누웠다. 회사 사장이 그녀에게 추가 근무와 함께 
다른 직원들의 감시 업무를 요청했을 때 그녀는 항의하지 않았다. 타인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했을 따
름이다. 그러던 어느 11월의 아침, 세상과 타인의 폭력, 고독, 불의에 압도된 그녀는 하룻밤만에 모든 
것을 부숴버린다. 그녀의 행동은 처벌 대상이며 고소감이자 징역감이다. 하지만 그 반항의 시간, 실비
는 살아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났다. 

훌륭하고 놀라운 한 여인의 초상. 실비의 모든 고통과 모든 말이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의 삶에, 우리
의 용서의 몫에, 우리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희망에 울림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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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델피는 작가로서 1966년부터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에서 주로 페미니즘과 젠더 
문제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델피 크리스틴 DELPHY CHRISTINE

mailto:edition@syllep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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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아 마농 GARCIA MANON

『순종하도록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다  
On ne naît pas soumise, on le devient』 

Flammarion│coll. Climats│2018│272p.  
분야 : 에세이, 철학 

해외저작권 문의: Florence Giry│fgiry@flammarion.fr 

가장 독립적이고 페미니스트인 여성들조차 자신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의기양양한 시선을 즐기고, 상
대의 품에 안긴 순종의 대상이 되길 바라며, 소위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보다 세탁물을 곱게 개어 두거
나 가족을 위한 아침식사를 예쁘게 차려 내는 데서 오는 기쁨을 주는 집안일을 더 좋아하는 자신의 모
습에 놀라곤 한다. 이러한 욕망과 기쁨은 그들의 독립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앞선 페미
니즘 시대를 배신하는 일일까? 남성들이 먼저 나서서 양성 평등을 주장하기를 기다릴 수 있을까? 전 
세계를 뒤흔든 최근의 성추문들이 이 양가성과 남성 지배 이면의 맨 얼굴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여
성들이 순종에 스스로 동의한다는 사실이다. 철학적 금기이자 페미니즘의 맹점인 여성의 순종에 대
한 문제는 실제 경험의 복합성 속에서 한 번도 자세히 논의된 적이 없다. 마농 가르시아는 시몬 드 보
부아르를 본받아 힘차게 이 주제에 매진한다. 왜 여성이 스스로 순종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해방에 필요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마농 가르시아는 현재 시카고 대학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주로 정치 철학, 페미니즘 철학, 도덕 철학, 
경제 철학에 대해 연구한다.

mailto:fgiry@flammarion.fr


『정의로운 남자들.  
가부장제에서 새로운 남성성으로  

Des hommes justes.  
Du patriarcat aux nouvelles masculinités』 

Le Seuil│coll. Les livres du nouveau monde│2019│448p.  
분야 :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Françoise Guyon│fguyon@seuil.com

남성들이 여성들의 권리를 짓밟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좋은 남자’란 
어떤 것일까? 이제 시급히 가정, 회사, 종교, 정치, 도시, 성(性), 언어 등 모든 사회 분야에서 남성성의 
윤리를 정의해야 한다. 젠더 정의가 민주주의의 조건 중 하나이기에, 평등한 사고를 갖고 가부장제와 
결별하며 권력보다 존중을 중시하는 새로운 남성성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남자들이, 정의로
운 남자들이 되어야 한다. 

31

이반 자블론카는 역사가이자 작가이다. 대표작으로 『내가 갖지 못했던 조부모의 역사』, 『레티시아, 인
간의 종말』(2016년 메디치상), 『캠핑카를 타고』가 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12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자블론카 이반 JABLONKA IVAN

mailto:fguyon@seu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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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니비엘레르 이본 KNIBIEHLER YVONNE

『육아휴직을 개혁하라.  
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한 결정적 선택  
Réformer les congés parentaux. 
Un choix décisif pour une société plus égalitaire』 

Hygée Éditions│coll. Controverses│2019│168p.  
분야 :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Catherine Turpin│catherine.turpin@ehesp.fr

오늘날 육아휴직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이다. 비 급여생활자 여성에게 출산휴가 혜택이 확대된 이후,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 및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유럽 연합에서는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북유럽 국가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인 반면 
프랑스는 4%에 그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새로운 요구가 대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가능성과 
전망은 어떠한가? 

이본 크니비엘레르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육아휴직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가족과 커플의 
변천사, 그리고 ‘생산적 일’과 ‘생식적 일’ 간의 분배에 대한 변천사를 서술한다. 이러한 변
화는 (바람직하거나 혹은 거부될 수 있는) 부모의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인류의 
조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부모성(parenthood)은 곧 직업과 같은 것
이 될 것인가? 그것은 소명인가? 임무인가?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인가? 이본 크니비엘레

르의 말처럼, 육아휴직이 전적으로 개정될 경우 이것이 커플과 부모의 삶에 중심적인 역
할을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게 된다면 이 개혁으로부터 어떠한 효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본 크니비엘레르는 프랑스의 명예교수이자 에세이스트, 역사학자, 페미니스트이다. 1945년에 역사 
및 지리 교수자격을 얻었다.

mailto:catherine.turpin@ehesp.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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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비에 엘렌 PÉRIVIER HÉLÈNE

『여성주의 경제학 
L’économie féministe』 

Les Presses de Sciences Po│2020│158p.  
분야 : 경제학 

저작권 문의 : Nathalie 
Larmanjat│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토마 피케티 서문 

경제학은 남성들이 이끄는 사회를 위해 고안되었다. 여성화가 가장 적은 사회 과학 분야이며, 여성은 
경제학자의 4 분의 1에 불과하다. 

 «나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다»라고 엘렌 페리비에는 말한다. 이 학문의 개념과 분석이 겉보기에 중
립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가부장적인 모델에서 출발한 사회조직의 근원을 밝혀낸다.  

페미니스트 경제학은 학문의 주제와 접근 방식을 새롭게 하며 성평등 달성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한
다. 

엘렌 페리비에는 시앙스포 경제연구소(OFCE, Sciences Po)의 경제학자이자, 젠더교육연구소 
(PRESAGE) 소장이다.

mailto:nathalie.larmanjat@sciencespo.fr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여자들  
Toutes les femmes sauf une』 

Fayard│coll. Pauvert│2018│144p.  
분야 : 소설 

해외저작권 문의:  
Carole Saudejaud│csaudejaud@editions-fayard.fr

산부인과 병원에 한 여자가 링거를 꼽은 채 녹초가 되어 있다. 그는 조금 전 딸 아델을 출산했다. 그는 
사랑, 분노, 절망의 감정 속에서 요람을 응시한다. 그는 무언가로부터 공포에 질린 나머지 한숨도 쉬
지 못하고 계속 깨어 있다. 그것은 바로 번식의 법칙이다. 대대로 집안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조건에서 
오는 고통을 파괴된 연대의 사슬 속으로 가차 없이 계승시키고, 이 사슬 속에서 모든 여성은 윗세대 
여성의 외상값을 치른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도 바로 이것의 결과물이며, 윗세대 여성들의 
역사와 고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는 이것을 멈추고 싶다. 아델은 새롭고 자유롭길 바란다. 

그래서 그는 옷장을 비우고 청소를 하듯 이야기를 한다. 아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
면서 그는 은밀히 스스로에 대한 증오가 생겨나는 과정을 탐구한다. 이 증오는 가구나 접시만큼이나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다. 몸에 대한 자신감 상실, 유혹의 악마화, 모녀간의 질투에서 오는 피폐 등 그
는 아델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잘못이 일상의 폭력으로 나타나는, 여성이 처한 다사다난한 상
황들을 일러준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물이다. 계승의 메커니즘을 하나씩 하나씩 발가벗김으로써 그는 이것
을 파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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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푸르쉐는 소설가이다. 대표작으로 『하루만에 로마를』(Gallimard, 2013), 『챔피

언』(Gallimard, 2015) 등이 있다.

푸르쉐 마리아 POURCHET 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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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르티 마르틴  STORTI MARTINE

『보편적 페미니즘을 위하여  
Pour un féminisme universel』 

Le Seuil│coll. La République des idées│2020│112p.  
분야 :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 Françoise Guyon│fguyon@seuil.com

그 어느 때보다 더 페미니즘이 필요한 지금, 페미니즘은 도처에서 학대당하고 있다. 한편에선 사이비 
급진주의 세력이 올랭프 드 구주에서 오늘날까지에 이르는 ‘화이트 페미니즘’을 걸고넘어지고, 다른 
한편에선 우파 및 극우파 세력이 정체성과 관련하여 민족주의 및 인종주의적 관점으로 페미니즘을 
도구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와 퇴보 공작에 맞서, 긴급히 해방의 가치를 재확립하고 보편적이고 구
체적이며 다수적인 페미니즘을 옹호해야 한다. 탈식민적이지도, 서양중심적이지도 않은 페미니즘이 
행동과 일상적 투쟁의 연대 속에서 끊임없이 구축되고 있다.

마르틴 스토르티는 철학 교수, 기자, 그리고 교육부 소속 장학사로 활동했다. 특히 긴급 상황의 교육을 
담당하였는데,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학교 재건 및 지원 프로젝트 등을 이끌었다. 2011년 은퇴 
후, 현재 « 40년의 운동 »이라는 페미니즘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다.

mailto:fguyon@seuil.com


『젠더 관점에서의 건강 증진.  
이론 및 실용서 
La promotion de la santé au prisme du genre. 
Guide théorique et pratique』 

Éditions Presses de l’EHESP│coll. Terrains Santé 
Social│2019│144p.  
분야 : 실용 안내서 

해외저작권 문의: Catherine Turpin│catherine.turpin@ehesp.fr

건강 증진을 위한 움직임은 사회과학에서 젠더라는 개념이 구체화되던 시기에 발전했다. 20세기 말
의 이 두 가지 큰 개념은 1960년대 빈곤 퇴치와 평등 추구를 위한 국제적 공동운동이 이루어지며 탄
생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투쟁의 결집’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건강의 증진은 젠더 문제를 주요한 주제로 삼지 못했으며, 젠더는 공공 보건 분야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이론 및 실용서는 바로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간되었다. 실제 연수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탄생한 이 책은 건강 증진과 젠더는 이론적, 투쟁적, 직업적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을 보여주며, 젠더 문제를 건강 불평등의 결정적 인자로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공 분야 및 관련 단체의 의료보건업 종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파할 
수 있는 고정관념들이 환자들의 치료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알게 하여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들에게 모든 권고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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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자: 장-이브 르 탈렉, 다니엘 오티에, 실비 토몰릴로 
서문: 나탈리 바조스 
그림: 엠마

공동작업 COLLEC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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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압력과 젠더 문제 
PRESSIONS SOCIALES  

ET QUESTIONS DE GENRE



『가면 증후군.  
왜 여성들은 이토록 자신감이 부족할까? 
Le syndrome d’imposture. 
Pourquoi les femmes manquent tant de confiance en elles ?』 

Les Arènes│2021년1월 │320p.  
분야 :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Sophie Langlais│s.langlais@arenes.fr

오늘날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학교와 대학에서 더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물론 통계적으
로 보면 물론 아직 그 차이가 명백하기는 하지만,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은 직위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들 중 대다수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 나머지, 언젠가 자신의 무능력이 밝혀질까 두려워
하기도 한다. 

가면 증후군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197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폴린 로즈 클랜스와 수잔 임스가 고
안한 용어로 자신감 부족이 절정에 이른 상태를 의미한다. 스스로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개인적 장점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가리킨다. 이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운
이나 타인의 호의 혹은 선발 실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가면이 언제든 벗겨질 수 있다고 여긴
다. 

자신감에 대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이 작품은 과학적 지식과 모든 세대의 여성들을 대상으
로 한 임상 사례와 증언들이 적절히 섞여 있다. 가면 증후군처럼 자신감 부족이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경우부터 자기자신에 대한 단순한 의심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자신감 부족의 모든 양상에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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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트 카도슈는 기자이자 『나는… 아르튀르 랭보』, 『사진으로 떠나는 모험』, 『각광』의 작가이며, 
프랑스 텔레비전, 테바, 국회방송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안 드 몽타를로는 심리치료사이자 심리코치이다. 14년전부터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다. 

카도슈 엘리자베, 드 몽타를로 안 
CADOCHE ELISABETH, DE MONTARLOT 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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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발 소피 CHEVAL SOPHIE

『다르게 아름답다!  
외모지상주의와 결별하기 

Belle autrement !  
En finir avec la tyrannie de l'apparence』 

Armand Colin│coll. Expériences de soi│2013│216p.  
분야 : 에세이, 심리학 

해외저작권 문의: Gail Markham│gmarkham@dunod.com 

우리는 본보기로 여겨지는 아름다움의 아이콘을 닮는 데 늘 실패한다. 하지만 이러한 미적 강요를 외
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이다. 과연 누가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다.”라는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아름다워지기 위한 고통, 혹은 아름답지 못한 고통.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서 갖는 위치와 의미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
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외모의 탄압을 좌절시키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떠한 아름다
움이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결정하고, 우리에게 적절할 때에 그 의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 아름다
워지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행동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강요하는 아름다움이 아닌, 스스로가 바라는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이다.

소피 슈발은 외모와 관련된 고통을 전문으로 하는 임상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이다. 

mailto:rights@dunod.com
mailto:gmarkham@dunod.com


『모든 공주가 장미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사춘기 소녀들의 정체성 형성 
Toutes les princesses n'aiment pas le rose. 
La construction identitaire des adolescentes d’aujourd’hui』 

Enrick B. Éditions│2016│224p.  
분야 : 에세이, 인문과학 

해외저작권 문의:  
Enrick Barbillon│enrick.barbillon@enrickb-editions.com

기준을 찾고 싶어 하는 세대에 대한 연구서이자, 현재 사춘기 직전이거나 사춘기인 소녀들의 행동과 
생각을 설명한 『모든 공주가 장미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는 부모들을 위한 책일 뿐만 아니라 한때 
소녀였던 모든 여성들과 유년기 및 청소년기에 관심이 있는 모든 전문가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아
이는 태어날 때부터 성별에 따른 구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기에, 두 살짜리 아이는 벌써 여자아이의 
장난감 혹은 남자아이의 장난감을 선택한다. 이러한 구분은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꽤 
명백한 방식으로 지속된다. 

이 책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사회학적 시선으로 오늘날의 여자아이들이 직면한 상황들을 학
술적이면서 동시에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소개한다. 신생아의 옷 이야기부터 디즈니 공주들을 거쳐 
소울메이트와의 만남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21세기의 사춘기 소녀들의 교육, 
취향, 유행, 위험한 행동들, 가족의 구조 등 그들의 삶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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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베네딕트 다몽은 아동 및 청소년 전문 임상심리학자이며, 특히 이들의 높은 잠재성과 특출난 재능
을 다룬다.

다몽 안-베네딕트 DAMON ANNE-BÉNÉDIC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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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 혁명  
La révolution du féminin』 

Gallimard│coll. Bibliothèque des Sciences 
humaines│2015│384p.  

분야: 에세이, 사회학  

해외저작권 문의:  
Adèle Rolland-Le Dem│adele.rolland-ledem@gallimard.fr

페미니즘 운동은 양성평등을 위한 원동력만을 불러온 것이 아니다. 카미유 프루아드보-메트리에 따
르면 페미니즘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가족의 역할과 사회의 기능에서 성적 구분을 제거
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데 기여하였다. 완벽한 양성평등에 이르는 것을 가로
막는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라는 차원에서 진정한 변화를 겪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
해야 한다. 성구분에 따른 속성부여도, 위계에 따른 일의 분배도 사라지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젠더 
융합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삶이 비슷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동질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혼성이 된 세계에서 개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스스로를 남자로서 혹은 여자로서 규정하길 
요구받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에 대한 성구분을 고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일부 페미
니스트들처럼 이를 거부하려 애쓰는 것은 자신의 성적 특이성을 제어하는 것이 주관성의 표지이길 
바라는 이 새로운 상황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카미유 프루아드보-메트리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정치학 연구가 및 교수이다. 그의 주요 연구 주제는 
현대 여성이 처한 조건의 변천사이며, 육체의 문제를 사고의 중심에 두고 있다.

프루아드보-메트리 카미유 
FROIDEVAUX-METTERIE CAMILLE

mailto:adele.rolland-ledem@gallimard.fr


『여성의 몸  
Le corps des femmes』 

Philosophie magazine Éditeur │2018│158p.  
분야 : 에세이, 철학  

해외저작권 문의: contact@philomag.com 

카미유 프루아드보-메트리는 모든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의 특수성에 대해 성찰한다. 여성
의 몸은 특이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 초연하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자신의 성찰
을 통해 남성과 여성 사이의 실제적이고 진정한 평등을 가능하게 할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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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유 프루아드보-메트리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정치학 연구가 및 교수이다. 그의 주요 연구 주제는 
현대 여성이 처한 조건의 변천사이며, 육체의 문제를 사고의 중심에 두고 있다.

프루아드보-메트리 카미유 
FROIDEVAUX-METTERIE CAMILLE

mailto:contact@philomag.com


43

크니비엘레르 이본 KNIBIEHLER YVONNE

『한 파괴적 페미니스트의 기억  
Mémoires d'une féministe iconoclaste』 

Fayard│coll. Pluriel│2010│320p.  
분야 :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Carole Saudejaud│csaudejaud@editions-fayard.fr

여성사 전문가인 이본 크니비엘레르는 여성의 노동, 모성, 페미니즘, 교육, 시민권, 탈식민화 등 20세
기의 모든 주요 대의에 섬세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참여했다. 흔히 지배적인 사고에 맞서 온 그는 치열
한 페미니즘 투쟁 가운데서 모성이 여성의 정체성의 주요 쟁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여성들이 
갈수록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요청받는 오늘날, 그는 고단한 어머니들의 상황을 알린다. 

자신의 세대의 많은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본 크니비엘레르도 가정과 일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았다. 그는 이 선택을 거부한 선구자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여성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모성을 비판하는 것도 거부한다. “이 책은 온전히 나의 거부로부터 영감을 받
아 쓴 것이다. 이 책에서 나의 경험은 여러 세대에 걸친 공동의 역사와 만난다.” 

이본 크니비엘레르는 프랑스의 명예교수이자 에세이스트, 역사학자, 페미니스트이다. 1945년에 역사 
및 지리 교수자격을 얻었다.

mailto:csaudejaud@editions-fayard.fr


『여자아이  
Fille』 

Gallimard│coll. Blanche│2020│226p.  
분야 : 소설 

해외저작권 문의:  
Adèle Rolland-Le Dem│adele.rolland-ledem@gallimard.fr

로랑스 바라케는 1959년 루앙의 소시민 계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의사이고 어머니는 가정
주부였다. 그는 부모의 언어와 교육을 통해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주 
일찍부터 이해했다. 이런 경험은 학교로, 무용 수업으로, 시립도서관으로 이어졌고, 이렇게 모든 곳에
서 언어는 남성의 지배적 위치를 강요했다. “계집애(garce). 이 단어가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
았다. 그것은 분명 모욕적인 말이었다. 하지만 그건 원래 남자아이(garçon)라는 단어의 여성형이지 
않은가? 여성적인 모든 것은 실망시키고 타락한다. 이제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남자아이
(garçon)’라는 건 사실이고, ‘계집애(garce)’라는 건 판단인 것이다. 단어는 성(性)을 바꾸면서 의미
가 나빠진다. 하지만 그것은 힘이 있다.” 이 강력한 소설 속에서 카미유 로랑스는 지난 40년간 프랑스 
사회의 변혁기를 겪은 한 여성의 운명을 그려낸다. 화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여성의 교육, 남성의 
지배, 젊은 세대로의 여성주의적 가치 전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로랑스 바라케의 여정은 남성 우
위 사고 속에서 성장한 모든 여성들에게 반향을 일으킨다. 저자는 성인이 되어가는 유년기의 전환점
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이 작품에서 놀라운 수준에 이른 카미유 로랑스의 글쓰기는 언어가 빚어낸 아
름다운 노래로 삶의 커다란 전환점들을 그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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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유 로랑스의 본명은 로랑스 뤼엘-메지에르 (Laurence Ruel-Mézières)로, 프랑스의 소설가이다. 
2000년, 『그 품 속에서』로 고등학생들이 선정하는 페미나상과 르노도상을 수상했다. 그는 작가이면서 
무용가이기도 하다. 현대무용 전문가로서, 2019년 안무가 조안 레이턴과 함께 공연« L&L »을 공동 
창작했다. 

로랑스 카미유 LAURENS CAMILLE

mailto:adele.rolland-ledem@gallimard.fr


『모든 걸 선택하라  
Choisissez TOUT』 

JC Lattès │2014│250p.  
분야 : 에세이, 자서전  

해외저작권 문의: Eva Bredin Wachter│ebrdin@jclattes.fr

“어렸을 적 가족들에게 난 모든 걸 원한다고 끊임없이 말하던 아이러니를 기억한다. 딱하게도 너무나 
순진했다. 그런 걸 바라다니 순진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다니 순진했고, 그런 말을 하다니 순진했
다. 여전히 그걸 바라고 그걸 주장하다니 난 순진하다. 모든 걸 가져라,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라, 노
력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지 말아라. 난 이것이 모든 여성들에게 가능한 것이길 바란다. 난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투쟁을 했고, 많은 것을 얻었다. 또한 나는 여러 나라에서 나를 성찰하게 만든 수많은 여
성들의 삶의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의 삶에서 나의 삶이 비쳐 보였다. 이제 난 내가 본 것과 겪은 것을 
공유하고,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내고 꿈을 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싶다.” 

나탈리 루아조는 보통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과 성숙했던 청소년 시절에 대한 
기억을 풀어 놓는다. 그는 거의 우연히 파리 정치 대학에 입학을 하고, 공무와 외교에 대한 열정을 갖
게 되어 아직까지도 여성들에게 매우 폐쇄적인 이 분야에서 고위직을 맡으며 일하게 된 젊은 여성의 
놀라운 여정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그는 자신의 출신학교가 아닌 프랑스 국립고등행
정학교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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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탈리 루아조는 파리 정치대학과 국립동양어문화대학(중국어 전공)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 
외무부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았다.

루아조 나탈리 LOISEAU NATHALIE

mailto:ebrdin@jclatte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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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페르 안-세실 MAILFERT ANNE-CÉCILE

『넌 여성이 될 거란다!  
나의 여조카와 그의 친구들을 위한 페미니즘 안내서  
Tu seras une femme ! 
Guide féministe pour ma nièce et ses ami.e.s』 

Les petits matins│2017│128p.  
분야 :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Macha Dvinina│macha@lespetitsmatins.com 

흔히 여성의 권리는 모두 획득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 전제가 거의 잘못되었다고 반박한
다.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들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고, 간부직 진출이 더 적으며, 성폭력의 피해
자들이다. 벽면과 스크린에서 보이는 비현실적이고 굴종적인 여성의 몸은 모두가 따라야 할 본보기
처럼 비친다.

이 책은 입문서이자 초대장이다. 페미니즘 안경을 씀으로써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몇몇 힘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여성들이 겪는 일
상의 상황들에 단어를 부여하게 된다. 슬럿셰이밍, 길거리 성추행, 리벤지 포르노, 사이버 성차별 등
이 지난 몇 년간 생겨난 용어들이다. 

소셜 네트워크, 바이오테크놀로지, 이상기후의 시대에, 우리는 21세기의 도전과제들에 맞서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여성들 간의 연대와 실제적 평등을 위한 투쟁이야말로 보다 
공정하고, 보다 인류와 자연을 존중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안-세실 멜페르는 « 페미니즘을 감행하라! »’ 단체의 대변인을 지냈으며, 여성재단의 창립자이다.

mailto:macha@lespetitsmat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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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과 마르토탈 
Sam et le Martotal』 

La ville brûle│2020│76p.  
분야 :  아동 그림책 

해외저작권 문의: Milena Ascione│milena@booksagent.fr

샘이 사는 부족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전통과 고정관념이 사회적 역할을 결정한다. 여자들은 태어나
면 ‘마르토탈’을 받게 되는 데, 이건 여자아이들과 여성들에게 부과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알려
진 다목적 도구이다. 남자들은 대전투의 전통 깊은 기술을 제어하는 데 매우 유용한 ‘플라르뮈르’를 
받는다. 하지만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마르토탈이나 무거운 플라르뮈르를 들고서 어떻게 장난치고, 뛰
어놀고, 무엇보다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샘은 
아버지와 수없이 논쟁을 벌인 끝에 이 현실을 한번 바꿔 보기로 결심한다.  

루이즈 메이는 페미니즘을 중심 주제로 삼아 작업을 한다. 이 점은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의 탐정 및 스릴러 소설에서 잘 드러난다.  

리봉은 만화가이다. 그의 작업은 만화 잡지 « 스피루 », « 난 독서가 좋아 », « DLire »(청소년용), « 플
루이드 글라시알 »(성인용)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메이 루이즈, 리봉 
MEY LOUISE, LIBON

mailto:milena@booksagent.fr


『용감한 베아트리스  
Béatrice l’Intrépide』 

L’École des Loisirs│coll. Neuf Poche│2016│96p.  
분야 : 청소년 문학 (9-12세용) 

해외저작권 문의: Marija Gaudry│mgaudry@ecoledesloisirs.com

용감한 베아트리스에게 백마 탄 왕자님을 꿈꿀 시간이란 거의 없다. 도적들을 물리치고 용을 절단하
고, 위험에 처한 이들과 탄압받는 이들, 미망인과 고아들을 도우러 달려가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나라의 왕자님을 결혼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과 왕자님이 기이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말에 올라타 성으로 달려간다.  

결국 백마 탄 왕자님들은 공주님들만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용감한 베아트리스는 오늘 아
침 이것보다 더 나은 할 일이 없었다… 어쨌든 그렇게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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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외 실방데르는 툴루즈에서 지진학자로 일하고 있으며, 아동 도서를 쓰는 작가이기도 하다. 페르
스발 바리에와 함께, 『지진에 관한 모든 것』, 『블로르그로 가득찬』 등을 출간했다. 

페르스발 바리에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삽화가이다. 마티외 실방데르, 토마 브르토노와 협업하여 여
러 그림책을 출간했다.

실방데르 마티외, 바리에 페르스발 
SYLVANDER MATTHIEU, BARRIER PERCEVAL

mailto:mgaudry@ecoledesloisirs.com


폭력, 불평등, 성차별 
VIOLENCES, INÉGALITÉS  

ET SEXISME



『 가상의 악 그 이상의, 사이버 폭력  
Cyberharcèlement.  
Bien plus qu'un mal virtuel』 

Pygmalion-Gérard Watelet│2019│192p.  
분야 : 에세이, 기록물 

해외저작권 문의: Florence Giry│fgiry@flammarion.fr

우리의 일상에서 소셜 네트워크는 피할 수 없는 수단이 되었다. 놀라운 소통의 도구인 SNS는 고통스
럽고 때로는 비극적인 일탈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최근 화제의 중심이 된 사이버 폭력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반영이기에, 온라인상
에서 반복되는 욕설과 협박, 모욕의 더 많은 대상이 되는 것은 여성들과 소수자들이다. 이러한 폭력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목적이다. 여러 증언들을 한 데 모음으로써 우리는 (오래전부터 존
재했으나 뒤늦게 귀 기울이기 시작한) 피해자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사이버 폭력은 실제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현상이라는 점을 제대로 주장하고자 했다. 사이버 폭력이 언젠가 뿌리 뽑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가? 혹은,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배척에 있어서 완전한 재설정이 필요
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와 이 사회를 관통하는 논리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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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이스 콩도민은 « 리베라시옹 »지의 체크뉴스 기자이다. 

에마뉘엘 프리드만의 본명은 레아 마냉(Leah Magnin)으로, 기자이다. 그는 『내게 메일 보내줄래?』, 
『Trouver1logement.com』 등의 책을 썼다.

콩도민 아나이스, 프리드만 에마뉘엘 
CONDOMINES ANAÏS, FRIEDMANN EMMANUELLE

mailto:fgiry@flammarion.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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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롬 클로에 DELAUME CHLOÉ

『나의 친애하는 자매들  
Mes bien chères sœurs』 

Le Seuil│2019│132p.  
분야 : 소설 

해외저작권 문의: Françoise Guyon│fguyon@seuil.com

“이것은 모든 여성들과 그들의 동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당신
들에게 글을 쓴다. 사적인 것은 정치적이고, 내밀한 것은 문학적이다.”  

프랑스에서는 페미니즘의 제4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전투적인 활동가들이 아니라 평범한 여
성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살면서 열 명 중 한 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삼 일마다 한 명씩 여자가 자
신의 배우자나 애인에게 살해를 당하는, 성적 방종의 나라의 관습과 관례에 문제를 제기한다. 

전염력 있는 여성 간의 연대를 칭송하는 이 짧지만 날카로운 글 속에서, 클로에 들롬은 페미니즘의 쇄
신, 진행 중인 가부장제의 종말, 미투 운동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과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서술
한다.

클로에 들롬은 프랑스의 작가이자 출판인이다. 오토픽션과 실험문학의 추종자인 그의 대표작으로는 
『모래시계의 외침』, 『지하의 우리 집에서』 등이 있다.

mailto:fguyon@seuil.com


『네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마!  
Ne reste pas à ta place !』 

Marabout│coll. Essais bien-être - psy │2019│224p.  
분야 : 자서전 

해외저작권 문의: Pixie Shields│pixiemarabout@gmail.com

자서전과 자기 계발서의 중간쯤에 위치한 이 책은, 1970년대 말 파리의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자신
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나고 사회적·지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수많은 만
남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었던 로카야 디알로라는 여성의 인생 여정을 담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공론
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방송인이 된 로카야 디알로는 진실되고 독특한 목소리로 전달 과정에서 대
개 잘못 해석되거나 왜곡되었던, 자신이 표명한 입장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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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야 디알로는 프랑스의 조합 운동가이며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시평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2011년부터 라디오 채널 « Mouv’ »에서 ‘Fresh Cultures’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텔레
비전 채널 « LCP »에서 ‘평등하게 하지만 지나치지 않게’라는 월간 프로그램의 진행 및 공동 연출을 
맡고 있다.

디알로 로카야 DIALLO ROKHAYA 

mailto:pixiemarabou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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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퐁 롤라 LAFON LOLA

『전복  
Chavirer』 

Actes Sud│2020│352p.  
분야 : 소설 

해외저작권 문의: Nathalie Alliel│nathalie.alliel@actes-sud.fr

1984년, 파리 외곽의 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살던 클레오는 어느 날 한 비밀스러운 
재단으로부터 그녀의 꿈이었던 모던 재즈 댄서가 되기 위한 장학금을 제안받는다. 하지만 그것은 성
적으로 돈벌이를 시키려는 함정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고, 다른 중학생 친구들마
저 끌어들이게 된다. 

2019년. 한 사진 폴더가 인터넷에서 발견되고 경찰은 이 재단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이 증언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무용가가 되었고, 특히 1990년대 드뤼케르 무대에서 올랐던 클레오는 결코 과거
가 되지 않는 과거가 그녀를 찾으러 돌아왔다는 것을 안다. 또한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했던 이중의 짐과 대면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도. 

사회적·인종적 분열에 따른 포식 체계를 재해석한 롤라 라퐁은 이 책에서 선정성이 부여된 몸과 고통
받는 육체, 즉 무대 위의 마법과 무대 뒤의 고통 사이에서, 웃음이 계약의 대상이 되고 가짜 속눈썹이 
의무가 되는 대중적 다양성의 세계에 찬사를 보내면서, 용서의 난관에 대한 확고한 성찰을 보여준다.

롤라 라퐁은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계 가정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음악가이다. 그는 다섯 편의 소설, 
『협상불가의 열기』, 『난 그것으로 위안을 얻는다』, 『우리는 다가올 폭풍의 새들이다』, 『절대 웃지 않던 
공산당 소녀』, 『머시, 매리, 패티』를 썼으며, 『전복』은 그의 여섯 번째 소설이자 가장 최근작이다. 

mailto:nathalie.alliel@actes-sud.fr


『반역하라! 
Rebellez-vous !』 

L’Iconoclaste│2020│150p.  
분야 : 증언  

해외저작권 문의: Sophie Langlais│s.langlais@arenes.fr

어느 여름 날 오후의 파리, 마리 라게르는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한 남자가 따라오며 치근덕거리기 
시작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길거리 성희롱은 여성들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날 마리는 
참지 않고 반격을 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마리에게로 돌아오더니 폭력을 가했다. 이 장면이 찍힌 영
상은 이후 천만번 넘게 조회된다. 

마리 라게르는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23세의 여성으로 용기 내어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다. 그
는 프랑스에서 미투 운동 시대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그전이었다면 그는 아마 자살했을 지도 모른
다. 

기자인 로렌 데이카르와 함께 쓴 이 선언문 형식의 책에서, 마리 라게르는 그가 어떻게 페미니스트가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그는 유용한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아 전 세대의 여성들에게 더 이상 지켜보고
만 있지 말자고 촉구한다. 이 책은 수많은 조언들과 유용한 수단들로 가득 채워진 저항의 매뉴얼이자, 
반란의 촉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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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라게르는 22살 대학생이던 2018년 7월, 성희롱남에게 반박했다는 이유로 길 한복판에서 폭행
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프랑스에서 미투 운동의 상징적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다. 

로렌 데이카르는 프리랜서 기자로서, 전 세계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발생하는 페미사이드, 즉 여성살해와 관련된 취재를 해오고 있다. 루이즈 바이
스 상을 수상했다.

라게르 마리, 데이카르 로렌 
LAGUERRE MARIE, DAYCARD LAURÈNE

mailto:s.langlais@arene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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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멘 노에미 LE MENN NOÉMIE

『직장 내 성차별적 행동과 결별하라!  
이를 위한 실용가이드 

Libérez-vous des réflexes sexistes au travail ! 
Un guide pratique pour s’en débarrasser』 

Interéditions│coll. Bien-être au travail│2018│272p.  
분야 : 실용서 

해외저작권 문의: Gail Markham│gmarkham@dunod.com

직장 내 성차별은 늘 존재한다. 단지 그것이 너무나 깊숙이 침투한 나머지, 심지어 여성들조차도 제대
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 안내서는 여성들이 더 이상 차별적 행동에 희생되지 않고 직업적
으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따뜻하고 다정하게,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에게 
이러한 해로운 낡은 행동양식을 떨쳐버리라고 권고한다. 자가 진단 테스트와 함께 여러 사례를 소개
하고 있는 이 책은 여성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직업적인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열
쇠를 제공한다.

노에미 르 멘은 전문 심리코치이자, 신테크 코칭 위원회 소속이다.

mailto:gmarkham@dunod.com


『투사들  
Les militantes』 

Éditions du Rouergue│2020│224p.  
분야 : 탐정소설  

해외저작권 문의: Nathalie Alliel│nathalie.alliel@actes-sud.fr

여성이 길 한복판에서 총으로 살해당하는 일은 매일 일어나는 흔한 일이 아니다. 탄피에서 서명을 발
견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알리스 예카비앙은 탄도학자이다. 베아트리스 샤보는 자신을 폭행하던 남
편을 떠나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여성이었다. 그것은 희생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남아
있길 바라는 이들에게는 아마도 성가신 일이었을 것이다. 극좌파 운동 소속이었던 한 기자와 교류했
던, 여성폭력에 반대하는 이 투사를 누가 공격했단 말인가? 경찰 수사팀에게는 한 치의 의심도 없다. 
그들에게 시간과 정확성, 그리고 신중함이 요구되는 수사이다. 오해가 계속 이어질 때, 사소한 사항들
이 중요해져 더 이상 손써볼 도리가 없을 때, 원치 않는 우연이 찾아와 당신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칠 
때, 몇 년간 공들여 거짓말을 만들어 낸 용의자들의 할 말이 넘쳐날 때, 사소한 단 하나의 단서로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혹은 자신의 직감에 운을 맡겨보는 걸로 충분하다.  

클레르 라파엘은 자신의 첫 번째 강렬한 리얼리즘 소설에서 그 자체로 현대의 폭력에 대한 성찰이기
도 한 복잡한 수사 과정을 우리에게 생생히 그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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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르 라파엘은 파리 지역에서 과학수사대 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투사들』은 그의 첫 소설이다. 그
는 시집도 출간하고 있다.

라파엘 클레르 RAPHAËL CLAIRE

mailto:nathalie.alliel@actes-su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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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나르 노에미 RENARD NOÉMIE

『강간 문화 끝장내기  
En finir avec la culture du viol』 

Les petits matins│2018│180p.  
분야 :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Macha Dvinina│macha@lespetitsmatins.com

프랑스에서는 매년 6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의 여성들이 강간 혹은 강간 미수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16%의 프랑스 여성들은 일생 중 그러한 폭력을 경험한다고 한다. 그리고 강간은 성폭력이라는 빙산
의 일각일 뿐이다. 매일 집에서, 직장에서, 혹은 거리에서 여성들은 성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희롱을 
당한다. 이러한 폭력은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심에 자
신감을 잃고 자유를 제한한다. 이러한 폭력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며 남성의 지배를 
공고하게 만든다. 

성폭력은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도 ‘남성의 본성’에 속한 
것도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무처벌, 성을 둘러싼 고정관념과 같은 사회적 원인 때문이며, 따라서 피
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 아니다.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
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부추기는 문화적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에미 르나르(필명)는 대학에서 농학을 공부하고 생물학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을 지탱하는 성차별주의의 메커니즘을 사회학적 분석과 과학적 논문을 통해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mailto:macha@lespetitsmatins.com


『조건 없는 평등  
L'égalité sans condition』 

Rue de l’Échiquier│coll. Les Incisives│2019│96p. 
분야 :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Christian Voges│vogesforeignrights@free.fr

인권의 나라에서 평등은 핵심적인 것으로 천명되는데, 프랑스에서 불평등이 지속되는 것을 어떻게 이
해해야 하는가? 레잔 세나크는 불편하고 놀랍고 독창적인 에세이를 통해 이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그는 성별, 출신, 민족, 인종, 종교, 성적 지향을 넘어선 조건 없는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프랑스의 
평등이라는 개념을 해체해야 할 신화로서 문제 삼는다. 달리 말해, 우리가 고정된, 그리고 고정시키는 
판별적 관점에 따라 서로를 보완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으로서 서로를 인정할 
때에만 평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프랑스 공화국의 표어를 비판적으로 재점검하면서, 특히 
남성과 여성을 염두에 둔 “다양성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됩니다.”라든가 “혼성은 부가가치입니다.”와 
같은 슬로건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혼성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해방될 때에만 평등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평등이라는 것조차 수익성과 성공 스토리로 설명되는 사회 속에
서 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동화처럼 보이는 이 계산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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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잔 세나크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와 정치대학 정치연구소의 연구원이다. 파리 정치대학
과 파리3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세나크 레잔 SÉNAC RÉJANE

mailto:vogesforeignrights@fre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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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베라 라셸 SILVERA RACHEL

1/4 더 적은.  
임금 불평등을 끝내기 위해 투쟁하는 여성들  

Un quart en moins. 
Des femmes se battent pour en finir avec les inégalités de 

salaires』 

La découverte│coll. Cahiers libres│2014│224p.  
분야 :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Delphine Ribouchon│d.ribouchon@editionsladecouverte.com

프랑스에서는 매년 6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의 여성들이 강간 혹은 강간 미수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16%의 프랑스 여성들은 일생 중 그러한 폭력을 경험한다고 한다. 그리고 강간은 성폭력이라는 빙산
의 일각일 뿐이다. 매일 집에서, 직장에서, 혹은 거리에서 여성들은 성적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희롱을 
당한다. 이러한 폭력은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심에 자
신감을 잃고 자유를 제한한다. 이러한 폭력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며 남성의 지배를 
공고하게 만든다. 

성폭력은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도 ‘남성의 본성’에 속한 
것도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무처벌, 성을 둘러싼 고정관념과 같은 사회적 원인 때문이며, 따라서 피
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 아니다.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
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부추기는 문화적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셸 실베라는 경제학자로, 파리-우에스트 낭테르 라대팡스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으며, 소르본 경
제연구소(CES) 연구원이자, 연구 네트워크 ‘노동시장과 젠더(Mage)’의 회원이다. 

mailto:d.ribouchon@editionsladecouverte.com


『마녀 콤플렉스  
Le complexe de la sorcière』 

JC Lattès│2020│300p.  
분야 : 소설 

해외저작권 문의: Eva Bredin Wachter│ebrdin@jclattes.fr

유럽에서는 세 세기 만에 수만 명의 여성들이 고발되고 투옥되고 처형되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신비
로우며, 깊은 곳에 묻혀 있었던 우리의 기억과 계승에 대한 이 매혹적인 소설 속에서, 저자는 마녀사
냥과 집안의 비밀이 남긴 정신적 흔적에 대해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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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벨 소랑트는 소설가이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빈틈』과, 공장형 축산 현장에서 몇 달 간의 취재를 
바탕으로 쓴 『180일』이 있다. 또한 그는 라디오 채널 « France Inter »에서 시평을 담당하고 있으며 
철학 잡지 « Philosophie Magazine »과도 협업하고 있다.

소랑트 이자벨 SORENTE ISABELLE

mailto:ebrdin@jclattes.fr


61

베르제스 프랑수아즈 VERGÈS FRANÇOISE

『여성의 배.  
자본주의, 인종화, 여성주의 
Le ventre des femmes. 

Capitalisme, racialisation, féminisme』 

Albin Michel│coll. Bibliothèque Idées│2017│240p.  
분야 :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Pauline Florenville│pauline.florenville@albin-michel.fr

1960-70년대, 프랑스는 해외 영토에 대해서는 낙태와 피임을 장려한 반면, 본국에서는 이러한 행위
를 금지하고 처벌하였다. 도대체 왜 이러한 차별이 있었던 것일까? 프랑수아즈 베르제스는 1970년 
6월, 레위니옹에서 백인 의사에 의해 수천 건의 낙태와 불임시술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 밝혀졌
던 상징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피부 색깔로 인해 낙인찍혔던 여성들의 자궁에 대한 관리 정책
을 되짚는다. 프랑스는 1945년부터 옛 식민지의 ‘인구과잉’을 문제 삼으며 산아 제한과 이주 정책을 
장려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프랑스는 몇 차례에 걸쳐 국가의 공간을 재설정하게 되었으며, 점차 
본국 중심으로 재편된 반면 해외 영토에서는 이러한 악습이 증가하게 된다. 프랑수아즈 베르제스는 
이러한 재편 과정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탐구하고, 프랑스 본국의 활발한 페미니즘 운동, 특히 ‘여성해
방운동(MLF)’이 인종주의 및 식민주의 문제를 도외시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포스
트식민지 시대의 젠더, 인종, 계층의 개념에 기대어, 여성들을 배제하고, 오늘날까지도 다분히 무관심
의 대상인 노예제와 식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계승한 역사를 조명하고자 한다.

프랑수아즈 베르제스는 반인종차별주의 페미니스트이며, ‘예술의 탈식민화’ 협회의 회장이다. 식민지 
노예제와 페미니즘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기사를 썼으며, 대표작으로는 『에메 세제르와의 대담. 나는 
흑인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2005), 『포식자 인간』(2011) 등이 있다.

mailto:pauline.florenville@albin-michel.fr


『폭력에 대한 여성주의 이론. 
인종 차별 방지 정책을 위하여 
Une théorie féministe de la violence. 
Pour une politique antiraciste de la protection』 

La Fabrique Éditions│2020│192p.  
분야 :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Louise Bernard│lafabrique@lafabrique.fr

오늘날 우리의 근대화된 진보적 서구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을 언급하지 않는 공공 정책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매우 참혹하게 급변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그중에서 가장 억압적인 측
면, 즉 여성 폭력 근절에 대한 것만을 채택하고 있다. 탈식민적 페미니즘에 대한 소책자를 쓴 프랑수
아즈 베르제스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폭력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보자고 제안한다. 그는 질문을 
뒤집는다.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흑인, 아랍인, 혹은 이슬람교도이기에 더욱더 쉽게 공
소의 대상이 되는, 일부 폭력적인 남성들과 성범죄자들? 그게 아니면 국가, 군대, 경찰, 감옥, 이념 기
구들? 우리가 해방 정책의 편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 보인다. 이 찬양할 만한 원칙, 즉 
국가와 체제를 먼저 규탄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어떻게 피해
자들을 보호할 것인가? 경찰서나 교도소를 공격한다면 이 공격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한 것
은 우선 강간 피해를 신고하거나, 접근 금지를 통해 남자가 자신의 부인을 살해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
는 일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르제스는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긴급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칭 국가의 보호라는 것이 그 자체로 얼마
나 막아야 할 폭력의 악순환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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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즈 베르제스는 반인종차별주의 페미니스트이며, ‘예술의 탈식민화’ 협회의 회장이다. 식민지 
노예제와 페미니즘에 관한 다수의 저서와 기사를 썼으며, 대표작으로는 『에메 세제르와의 대담. 나는 
흑인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2005), 『포식자 인간』(2011) 등이 있다.

베르제스 프랑수아즈 VERGÈS FRANÇOISE

mailto:lafabrique@lafabriqu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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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투 YATUU

『이봐요, 아가씨!  
Hé ! Mademoiselle !』 

Delcourt│coll. Humour de rire│2014│96p.  
분야 : 만화 

해외저작권 문의:  
Young-Sun Choi│ youngsun.choi@sibyllebooks.com 

Júlia Balcells Roca│jbalcellsroca@groupedelcourt.com

야투는 모든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길을 걷다 진화가 덜된 남성들로부터 거칠고 지속적인 공격을 당했
다. 그는 다른 모든 여성들처럼 모든 시도를 다 해보았다. 그 후 그는 결심했다. 최고의 투쟁 방법은 
역시 개그이다. 모든 여성의 이름으로, 그리고 친구들이 겪은 일화들의 도움으로 그는 창의성과 저속
함 사이에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제 우린 다음번엔 뭐라고 반박할지 알게 
될 것이다!

야투는 신디 바르베로(Cyndi Barbero)라는 본명의 프랑스 만화가이다. 그는 열악한 주거환경, 학교 
폭력, 길거리 폭력, 젠더 고정관념 등 자신이 고발하고자 하는 사회 현상들을 유쾌하게 그려낸 다수의 
만화책을 출간하였다.

mailto:youngsun.choi@sibyllebooks.com
mailto:no_reply@apple.com
mailto:jbalcellsroca@groupedelcourt.com


페미니즘, 섹슈얼리티 
FÉMINISME ET SEXUAL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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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디에 레아 BORDIER LÉA

『친애하는 몸에게  
Cher corps』 

Delcourt│coll. Mirages│2019│128p.  
분야 : 만화 

해외저작권 문의:  
Young-Sun Choi│ youngsun.choi@sibyllebooks.com 

Júlia Balcells Roca│jbalcellsroca@groupedelcourt.com

12명의 여성들이 자신과 몸의 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마리-폴은70년대에 피임약을 위해 
투쟁했고, 오렐리는 자신의 거식증을 극복했다. 메는 자신의 몸과 40년의 관계를 맺었으며, 쇼나는 4
년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한 끝에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얻을 수 있었다. 블레즈는 스스로를 젠더리
스로 여기고, 13세의 레나는 사춘기 문제로 자기자신과 투쟁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레아 보르디에는 프리랜서 웹 영화감독이다. 2016년 시작한 유튜브 시리즈로 『친애하는 몸에게』라
는 그래픽 다큐멘터리를 발표하고 있다.

mailto:youngsun.choi@sibyllebooks.com
mailto:jbalcellsroca@groupedelcourt.com


『아름다운 탈출  
L’arrachée belle』 

La contre allée│coll. La Sentinelle│2020│160p.  
분야 : 소설 

해외저작권 문의:  
Céline Telliez│rights@associationdesediteurs.com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성의 몸, 그에 대한 강박과 집착이 있다. 또한 자연이 있다. 이것은 탈출의 
이야기이자,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결정짓는 모든 것들을 갑자기 떠나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이다. 
그는 무기력으로부터 탈출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출발은 무엇보다 충동적이었고, 앞을 향한 일종의 
도망이었다. 마치 로드무비처럼 자동차로, 히치하이킹으로, 그리고 걸어서 풍경을 가로지르며 먼 길
을 떠난다. 이 여정은 탈출과 방황에서 자아실현을 향한 방랑생활과 여행으로 변화한다. 이 작품은 억
압적인 삶 - 관계의 부재 속에, 육체 사이의 공허 속에, 말해지지 못한 것들 속에, 몰이해와 멀어지는 
거리 속에 폭력이 자리 잡은 부부생활 - 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구실이다. 나는 이 작품에서 이러한 
일상의 폭력이 느껴지도록 하고 싶었다. 또한 이 여성이 세상, 그리고 자기자신에게 부재한다고 느끼
는 이 증상, 심리학에서 현실감 상실, 이인화 장애라고 부르는 의미의 상실도 전달되길 바랐다. 이것
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빼내는 방법으로서, 이는 화자의 이름이 부재하는 것으
로 구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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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다르상은 방랑자이자 작가이다. 1987년생인 그는 현대문학을 공부하고 몇 년간 서점에서 일했다. 
그는 온라인 잡지에 문학평론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낱장들』을 발표한다. 『아름다운 탈출』은 그
의 첫 소설이다.

다르상 루 DARSAN LOU

mailto:rights@associationdesediteu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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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글리, 오비디 DIGLEE, OVIDIE

『자유롭게!  
성적 강요를 넘어서기 위한 선언문 

Libres !  
Manifeste pour s'affranchir des diktats sexuels』 

Delcourt│coll. Tapas│2017│128p.  
분야 : 사회학, 경제학 

해외저작권 문의:  
Young-Sun Choi│ youngsun.choi@sibyllebooks.com 

Júlia Balcells Roca│jbalcellsroca@groupedelcourt.com

“성에 관해 우리가 품고 있는 유일한 확신은 우리만이 우리의 몸으로 무얼 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을 절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오비디.  

광고, 텔레비전, 뮤직비디오, 블로그, 잡지, 애플리케이션 등, 성이 이렇게까지 모든 곳에 존재한 적은 
없었다.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더욱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더 나은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일까? 우리를 완벽한 애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는 수없이 많은 안내서를 강요하는 대신, 오비
디와 디글리는 죄의식과 콤플렉스를 벗어나게 해주는 이 유쾌한 책 속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길 권
한다.

디글리는 모린 윈그로브(Maureen Wingrove)라는 본명의 프랑스 만화가이다. 

오비디의 본명은 엘로이즈 베흐트(Éloïse Becht)로, 포르노 영화의 배우로 경력을 시작했다가, 그 이
후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기자, 작가가 되었다.

mailto:youngsun.choi@sibyllebooks.com
mailto:jbalcellsroca@groupedelcourt.com


『이중의 나  
Moi en double』 

Delcourt│coll. Encrages│2019│144p.  
분야 : 만화 

해외저작권 문의:  
Young-Sun Choi│ youngsun.choi@sibyllebooks.com 
Júlia Balcells Roca│ jbalcellsroca@groupedelcourt.com

어느 날 나비는 또 다른 자기자신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살기 위해서는 이 분신을 없애
버려야만 한다… 이 작품은 오드리 레네의 그림으로 정련된, 자기자신에 대한 시선을 다룬 드물고도 
강렬한 증언이다. 나비는 아팠다. 그는 병적 비만이었고, 결코 보여줄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매일 고
통받았다…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일이 그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고통의 반영에 불과한, 
거울 속의 이 소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나비는 분신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이 분신을 
사랑했고, 그로부터 도망치려 했고, 죽이고자 했다. 하지만 죽지 않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
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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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무아젤 나비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비르지니 피롤로니-모세르(Virginie Firroloni-Mosser)는 
작가, 시나리오 작가, 블로거로 일하고 있으며, 신문과 뉴스에서 시평을 담당하고 있다. 『이중의 나』는 
그의 자전적 만화이다. 

오드리 레네는 삽화가이자 만화가이며 3D 애니메이터이다.

마드무아젤 나비, 레네 오드리 
MADEMOISELLE NAVIE, LAINE AUDREY

mailto:youngsun.choi@sibylleboo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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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 마린 SPAAK MARINE

『바다, 성차별 그리고 태양 
Sea, Sexisme and Sun』 

First Éditions│2019│144p.  
분야 : 그래픽 노블 

해외저작권 문의: Élodie Gachot│elodie.gachot@edi8.fr

몸에 털이 처음 났을 때의 수치심, 남자아이에게 반했을 때 느끼는 절박함, 엄마, 할머니, 이모와 고모
들이 자르고, 헹구고, 굽고, 치우고, 씻고, 닦고, 정리하느라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족 식사… 
우리는 내밀한 사생활에서, 가정에서, 타인과 맺는 관계 속에서, 거리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심
지어는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성차별과 함께 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차별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정치적인 일이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성차별을 
명명하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성들의 놀라운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린 스파크는 유쾌하고 영리한 만화를 통해 여성 해방에 대해 성찰하고 여성들이 매일 직면하는 강
압적 명령들에 문제를 제기한다. 유쾌하고 다정하게 고정관점을 뒤흔드는 책이다

마린 스파크는 아그로파리테크에서 공학 학사(2011-2014)를,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 인류학 석사
(2013-2014) 학위를 취득했다. 몇 년 전부터 자신의 블로그 ‘나의 서랍 속’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일
상에서 겪은 성차별의 경험을 그림으로 그리고 분석하고 있다. 『바다, 성차별 그리고 태양』은 그의 첫 
번째 만화책이다.

mailto:elodie.gachot@edi8.fr


『이건 내 몸이에요  
C'est mon corps』 

L'Iconoclaste│coll. Essais│2020│400p.  
분야 : 에세이 

해외저작권 문의: Sophie Langlais│s.langlais@arenes.fr

『이건 내 몸이에요』는 나이, 성적 지향, 모성에 대한 욕망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
는 책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월경, 피임, 임신, 산과 폭력(obstetric violence) 등에 대해 주제별로 
큰 장을 구성하였다. 각 장에는 마르탱 빙클레르가 흔히 받는 질문들이 수록되었다. 그의 답변은 명확
하며, 최신 의학 지식과 기억해야 할 사항, 조언들로 치밀하게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참고할만
한 인터넷 사이트, 영화, 소설 등의 추천 목록으로 각 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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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탱 빙클레르라는 필명을 통해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로 활동하는 마르크 자프랑(Marc 
Zaffran)은 프랑스의 의사다. 프랑스 의료 체계의 현황을 거론하며 프랑스 드라마에 대한 비평도 하
고 있다. 

빙클레르 마르탱 WINCKLER MA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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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엘 꼴르-엡크 - 서적 및 토론 부담당관 
maelle.colleu-hepke@kr.ambafrance-cultu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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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 "Intensité" de l'artiste Many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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