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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 소개  

월간 그래픽노블 22호는 <타임> 지가 최고의 그래픽 노블로 3번
이나 선정한 《담요》를 다룬다. 크리에이터 크레이그 톰슨의 자전
적 이야기를 담은 《담요》는, 자신이 가장 고통받던 시절, 자신만
의 뮤즈를 발견했다가 사랑의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독특한 스
타일로 담았다. 주변의 각종 억압과 그 속에서 얻은 사랑, 그리고 
성장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섬세하게 그린 그래픽 노블이다. 《담
요》를 구성하는 이야기와 주제, 스타일 등 작품의 중요한 특징과 
함께 《담요》에는 드러나지 않은 크리에이터의 이야기 등을 담았
다. 

이와 함께 작지만 자기만의 색깔을 고집하며 훌륭한 그래픽 노블
을 출간하는 출판사 이숲 인터뷰를 수록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
의 토대를 마련하고,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숨은 주역이었으면서
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자살했던 슬픈 천재 앨런 튜링의 이야기
도 읽어보자. 



2. 목차  
프롤로그(Prologue)
1. 당신의 담요는 무엇인가요?
 
리뷰(Review)
2. story: 기억의 직조, 《담요》를 이루는 순간의 이야기들
3. best cut: 바로 이 장면!
4. theme: 순간에 대한 찬사
5. style: 황홀한 현기증, 크레이그 톰슨의 스타일
6. character: 주요 등장인물

크리에이터(Creator)
7. 크레이그 톰슨 Bibliography
8. 《담요》 크리에이터: 크레이그 톰슨, 트라우마의 아이러니
9. 크레이그 톰슨의 작품들

컨텍스트(Context)
9. fashion: 《담요》 속 패션, 그런지 룩
10. winter scene: 《담요》의 배경, 위스콘신의 겨울
11. autobiograhic graphic novel: 자전적 그래픽 노블들
12. music: 《담요》와 어울리는 음악
13. movie: 가족의 ‘재’탄생

14. 바이오 그래픽 노블 #11: 앨런 튜링 ALAN TURING
15. publisher interview: 오래 남을 책을 찾는 겁 없는 미식가들, 이숲
16. issue update: 니콜라 드 크레시의 천상의 비벤덤
17. 소여니의 은밀한 북카트
18. 그래픽 노블 신간 소개
19. 에디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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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