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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 소개 

!
그래픽노블을 소개하는 본격 그래픽노블 전문지 “매
거진 그래픽노블” 이 탄생했습니다. 매 호 마다 작품 
하나를 중심으로 주제와 이슈들을 소개하는 전문지 
입니다. !
특별히 창간호 1호, 2호는 국내에 소개된 그래픽노
블을 엄선하여 분석/비평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국내 
그래픽노블 시장의 활성화와 훌륭한 작품의 재발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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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예술 분야든지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데에는 많
은 시간이 걸린다. 직업의 귀천을 쉽게 가리려는 편
견이 방해꾼이거나 경제적 효용성을 따지는 의문이 
문화의 높낮이를 평가하는 양상들이 끊임없이 반복
됐기에, 오늘날의 공연예술과 영상문화가 그 매력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래된 일
이 아니다. !
그 중 만화 분야는 미술사에서나 산업사에서나 20
세기 초반부터 모든 시각매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
며 소설과 영화 최근에는 디지털게임이 제각기 점한 
위치만큼 독특한 표현영역과 발전을 보여 왔지만, 21
세기의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들과 대립
하고 있다. 전개나 흥미로운 시각적 연출보다는 그저 
허겁지겁 펼치고 완결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섬세
하게 구성하고 연출된 장편 작품을 추구하며, 그간 
만화 일반을 통칭하게 된 ‘코믹북’이라는 편견 가득
한 이름을 대체하고자 하나의 제안을 하기에 이른다. !
모든 시각적인 표현을 뜻하는 그래픽(Graphic)과 
기승전결의 서사를 가리키는 노블(Novel)을 붙여 “그
래픽 노블”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
슬로우뉴스 http://slownews.kr/23369

http://slownews.kr/23369
http://slownews.kr/23369


2. 기획 의도 !
월간으로 발행되는 매거진 그래픽노블은 한번에 하나
의 작품을 탐구해 그 작품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 시
대 상황, 작가의 철학, 그에 영향을 준 문화에 대해 다
루어 독자들에게 재미와 영감을 주고자 하는 잡지입니
다. !
또한 창작의 영역에 있는 명사들을 만나 그들이 좋아
하고 이야기하는 그림과 서사, 추천하고 싶은 그래픽
노블들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만화 창작자, 그래픽 아티스트, 디자이너, 장르 소설가, 영상 제작자, 게임 기획자, 공연 설계자 처럼 다양한 문화계 
종사자들에게 재미 이상의 것을 드리는 잡지입니다. !!!
3. 목차 및 본문 샘플 !
소설같은 깊이, 영화같은 묘사 김낙호 …8 
봉준호 감독이 추천하는 그래픽노블 작가는? …10 !
1. 아름다운 그림이야기들의 초대 !
001 초속 5000 킬로미터 …14 
002 예술애호가들 …18 
003 토성맨션 …20 
004 손님 …22 
005 마술사의 아내 …26 
006 노아 …28 
007 수리부엉이 …32 
008 해적 이삭 …36 
009 죽음의 행군 …38 
010 어둠의 도시들 …42 !
2. 꿈결에 펼쳐지는 환상들 !
011 눈사람 아저씨 …46 
012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50 
013 설국열차 …52 
014 샌드맨 …56 
015 호빗 …60 
016 꿈의 포로 아크파크 …64 
017 라마블랑 …66 
018 작은 사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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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헬보이 …70 
020 어린왕자 …74 
021 스콜피온 …78 
022 페이블즈 …82 
023 오디세이 …84 
024 스콧필그림 …88 !
3. 밝혀지는 삶의 성찰들 !
025 쥐 …94 
026 요푸공의 아야 …98 
027 느티나무의 선물 …100 
028 열네살 …102 
029 신들의 봉우리 …104 
030 페르세폴리스 …106 
031 너 좋아한 적 없어 …110 
032 하비비 …112 
033 푸른 알약 …114 
034 내 얘기 좀 들어볼래 …116 
035 평양 …120 
036 담요 …122 
037 우편주문 신부 …126 
038 마르지 …128 
039 캔서 앤 더 시티 …130 
040 굿모닝 버마 …132 
041 굿모닝 예루살렘 …136 
042 바늘땀 …140 
043 진과 대니 …142 
044 팔레스타인 …146 !
4. 소박하면서도 매혹적인 세상 !
045 아버지와 아들 …150 
046 아델과 유령선장 …154 
047 무슈장 …158 
048 자전거 못 타는 아이 …162 
049 고스트 월드 …166 
050 아스테리오스 폴립 …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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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사 !
미디어 연구가 김낙호님 !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가이드북의 미덕이다. 한국에서 줄기차게 출간되었으나 ‘다른’ 만화 취급 받아 온 
다채로운 만화 세계의 구성원들을 제대로 한 곳에 모아 놓고 있다. 단순히 더 많은 만화가 아닌, 우리에게 
감동이나 분노, 유쾌함이나 스산함을 주게 될 더 다양한 방식의 만화를 접하기 위한 좋은 자료다. 부디 많
은 이들이 여기 담긴 소개를 읽으며 작품을 읽고 싶다는 욕구를 불태워서, 더욱 다양한 만화들이 자연스럽
게 향유되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 !

영화감독 봉준호님 !
이 책(영화같은 만화, 그래픽노블 100)을 읽고나니 나 역시 많은 그래픽노블 작가들을 소개하고 싶어지
는데, 우선 스위스 작가 토마스 오트를 소개해본다. 나는 영화제나 프로모션으로 해외에 나갈때마다 그 도
시의 제일 유명한 만화전문서점이나 대형서점에서 그래픽노블 코너를 꼭 찾는다. !!!

5. 출판사 소개 !
피오니북스는 (주)피오니의 출판 브랜드입니다. (주)피오니는 알프레드 히치콕, 클린트 이스트우드, 스티븐 스필
버그, 구로자와 아키라, 피터 잭슨, 팀 버튼을 좋아하고 항상 우주를 동경하며 꿈과 모험을 추구합니다. !
궁리, 길찾기, 논장, 도서출판 다른, 마루벌, 문학과지성사, 문학세계사, 문학동네, 미메시스, 북하우스, 비아북, 사
계절 출판사, 새만화책, 샘터, 서해문집, 세미콜론, 솔출판사, 시공사, 씨네21북스,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아름드
리미디어, 애니북스, 열린책들, 푸른책들, 현암사, 황금가지, 휴머니스트 등 피오니북스는 다양한 그래픽노블 출판
사들과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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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본 오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
    이미 이번 잡지를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초판본은 더 잡지를 예쁘게 만들고자 교정 완료 후 추가된 이미지 개선 및 삽입 과정에서 본문 원고가 잘
못된 내용으로 변경되고 일부 본문이 틀에 맞지 않아 글씨가 그림에 가려지고 마무리 페이지에서도 마무리를 안
내드리지 못하는 등 큰 오류가 뒤늦게서야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오류부분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오류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오류와 상관없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
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PDF 문서 공개 링크: https://slack-files.com/T025M4N3K-F02B6LNE9-7fa938

https://slack-files.com/T025M4N3K-F02B6LNE9-7fa938
https://slack-files.com/T025M4N3K-F02B6LNE9-7fa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