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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 소개
월간 그래픽노블 7월호는 얼음에 파묻힌 루브르 이야기 《빙하시
대》를 다룬다. 가까운 미래, 빙하시대가 찾아오고 문명의 흐름은
단절된다. 탐사대는 문명의 흔적을 찾다 헤매다 루브르 박물관을
발견하는데… 생전 처음 예술 작품과 마주친 사람은 예술을 어떻
게 해석할까? 무지와 경외 사이에서 자기만의 상상력으로 엉뚱하
게 작품을 해석하는 모습이 니콜라 드 크레시Nicolas de Crécy
의 세세한 필치를 통해 나타난다. 루브르 박물관은 새로운 시각으
로 박물관을 선보이기 위해 그래픽 노블과 콜라보레이션을 기획
했다. 《빙하시대》는 루브르 컬렉션의 첫작품이다. 이번 호에는 《빙
하시대》를 중심으로 총 10편의 루브르 콜렉션을 살펴보고, 세계
최고의 박물관의 매력을 그래픽 노블로 만끽해본다.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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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me: 보인 만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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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yle: 불안의 미학
크리에이터(Creator)
6. 니콜라 드 크레시: 배신의 상처를 딛고 돌아오다
7. 니콜라 드 크레시 Bibliography
8. 번역가 김세리 인터뷰
컨텍스트(Context)
9. history: 루브르의 역사
10. louvre collection: 루브르가 내민 상상력의 백지수표
11. movie: <프랑코포니아>
12. book: 루브르 관련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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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래픽 노블 x 뮤직/ BDMUSIC 샹송
17. 영미 그래픽 노블 소개/ 소여니의 은밀한 북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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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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리, 길찾기, 논장, 도서출판 다른, 마루벌, 문학과지성사, 문학
세계사, 문학동네, 미메시스, 북하우스, 비아북, 사계절 출판사,
새만화책,샘터, 서해문집, 세미콜론, 솔출판사, 시공사, 씨네21북
스,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아름드리미디어, 애니북스, 열린책들,
푸른책들, 현암사, 황금가지, 휴머니스트 등 피오니북스는 다양한
그래픽노블 출판사들과 협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