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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 소개
월간 그래픽노블 6월호는 오트 쿠튀르 디오르의 탄생 이야기,
《디오르를 입은 여인》을 다룬다. 모든 여성이 선망하는 디오르를
통해 ‘여성의 아름다움과 판타지’가 어떻게 그래픽 노블로 표현되
는지 살펴보자. 혹독했던 2차 세계대전 후 디오르는 여성스러움
에 대한 욕망을 드레스에 반영해 크게 성공했다. 촌스런 패션기자
클라라 노앙은 디오르의 모델이 되어 디오르의 드로잉에서 패션
쇼 뒷무대까지 디오르 10년의 절정기를 우리 눈앞에 펼쳐 놓는
다. 언제나 주체적인 여성성을 그려온 아니 괴칭게르가 재현한 디
오르 드레스는 그 자체로 아름다움의 정수다. 디오르가 스스로 밝
힌 창조의 비밀은 물론, 오트 쿠튀르의 역사와 디오르 다큐멘터리
영화 등 관련 읽을거리도 풍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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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의도
<월간 그래픽노블>은 매호 하나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탐구합니
다. 작품의 주제에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 시대 상황, 작가의 철
학, 그에 영향을 준 문화 등을 폭넓게 다루어 독자들에게 재미와
교양을 주고자 하는 잡지입니다.
또한, 창작의 영역에 있는 명사들을 만나 그들이 좋아하는 그림과
서사, 추천하고 싶은 그래픽 노블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
다. 만화 창작자, 그래픽 아티스트, 디자이너, 장르 소설가, 영상
제작자, 게임 기획자, 공연 설계자처럼 다양한 문화계 종사자들에
게 재미 이상의 영감을 드릴 것입니다.

4. 출판사 소개
피오니북스는 (주)피오니의 출판 브랜드입니다. (주)피오니는 알
프레드 히치콕, 클린트 이스트우드, 스티븐 스필버그, 구로자와
아키라, 피터 잭슨, 팀 버튼을 좋아하고 항상 우주를 동경하며 꿈
과 모험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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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책들, 현암사, 황금가지, 휴머니스트 등 피오니북스는 다양한
그래픽노블 출판사들과 협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