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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 소개  

<월간 그래픽노블> 25호에는 정의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배트맨
처럼, 꿈과 희망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1939년부터 계속되어온 배트맨의 여정을 《다크 나이트 리턴즈》
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국내 출간작도 많
다. 그 중 세 작품을 선별해 《이어원》,《킬링 조크》,《허쉬》를 소개
하고 최근 리부트되어 국내에도 출간되고 있는 <뉴52> 시리즈를 
다룬다. 기존의 시리즈와 다른 점 그리고 <뉴52>의 작가 스콧 스
나이더에 대해서 비중있게 다루었다. 

크리에이터에서는 경제적 자유보다는 예술적 자유를 선택한 프랭
크 밀러의 삶과 배트맨을 창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인정
받지 못한 유령작가 빌 핑거스를 조명한다. 그리고 제3의 창작자
인 번역가 이규원의 인터뷰를 담았다. 

또한, 25호부터는 그림책 배달부 마샤가 국내외의 그림책을 소개
한다. 만화 전문 출판사인 ‘쾅’에서 활동 중인 안민희 작가의 단편 
그래픽 노블 《촛불이 켜지면》과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만화가인 
조수진 작가의 《봄을 만나는 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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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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노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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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네21
북스,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아름드리미디어, 애니북스, 열린책
들, 푸른책들, 현암사, 황금가지, 휴머니스트 등 피오니북스는 다
양한 그래픽노블 출판사들과 협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