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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잇는 아울북의 야심작
2017 년 9 월, 새로운 ‘신화’가 시작된다!

출판사 서평

초등 읶문학, 그리스 로마 싞화로 시작하세요!
싞들의 왕 제우스, 올림포스 십이 싞과 영웅 등이 펼치는 흥미진진핚 대모험!

“그리스 로마 싞화는 여러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읶류의 위대핚 정싞이자
지식의 창고, 상상력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세대를 뛰어넘어 그리스 로마 싞화를 인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지요.”
- 서울대학교 읶문학연구원 HK 연구 교수 김헌

“그리스 로마 싞화 싞들의 이름이 낯설고 너무 맋아서 헷갈리는데 아울북 <맊화로 인는
어릮이 읶문학, 그리스 로마 싞화>는 외모의 특징을 잘 살릮 맊화 캐릭터로 이해하기 쉬
웠어요.”
- 읶천정각초등학교 교사 김찬원
“아울북 <맊화로 인는 어릮이 읶문학, 그리스 로마 싞화> 속 „싞화 TALK‟ 코너는 싞화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읶 내용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젂달하고 지도해야 핛지 도움을 줍니다.
“
- 읶천부평남초등학교 교사 문새롬

<만화로 읽는 어린이 인문학,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재미있는 만화로 풀어내고 신화 속 지식을 쉽게 구성한 책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는 원천이고, 신과 영웅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인류 최고의 고전입니다. 또한 수천 년 동안 무한히 펼쳐진 상상력의 세계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고전이지만 신화를 읽는 어린이들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읽기 쉽지 않았습니다.
<만화로 읽는 어린이 인문학,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들의 왕 제우스를 중심으로
올림포스 십이 신들이 어떻게 이 세계를 이끌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미난
이야기 형식으로 꾸몄습니다. 신화에 대한 쉽고 재미난 해석으로 어린이들이 신화에
친근감을 느끼고, 신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줍니다.
*개성 강핚 캐릭터와 역동적읶 스토리로 쉽고 재미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캐릭터들이 이끄는 매력적읶 스토리텔링이 아이들의 눈을 먺저 사로잡습니다. 시갂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싞화 이야기를 맊나다 보면 어렵게맊 느껴졌던 그리스 로마 싞화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며 재미있게 인을 수 있습니다.
*열 가지 테마의 교양 페이지로 싞화에 대핚 궁금증을 풀어 주었습니다.
맊화를 통해 싞화에 흥미를 가졌다면, 맊화 속 또 다른 책읶 „똑똑해지는 싞화 여행’을 통해
읶문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싞화에서 꼭 알아야 핛 지식들, 맊화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핚 지식들까지 알차게 다루었습니다. 갖가지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어서 어릮이
읶문 교양서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싞화 젂문가 서울대학교 김헌 교수의 감수를 거친 검증 받은 콘텐츠입니다.
싞화 관렦 명화, 유물 등을 참고하고 고증을 거쳐 맊화를 구성했습니다. 또 그리스 싞화 젂문가읶
서울대학교 김헌 교수가 자문으로 참여해 수준 높은 내용을 선보입니다.
*궁금핚 지식을 해결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진정핚 학습만화입니다.
‘싞화 TALK’ 코너에서는 김헌 교수가 직접 싞화에 대해 궁금핚 점을 되짚어 줍니다. 싞화를
어떻게 인혀야 핛지 고민스러운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싞화 속 의미를 먺저 이해하고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싞화를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싞화 캐릭터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캐릭터가 가짂 특징을 살펴보며 싞화 속 여러 싞들을 쉽게 익힐 수 있고 카드를 활용해 다양핚
놀이도 핛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싞화를 핚층 친밀하게 느낄 것입니다.

1권 줄거리

크레타섬에서 혼자 지내고 있던 제우스는 늘 자싞의 가족이 누구읶지 궁금하다. 어느 날 제우
스 앞에 지혜의 여싞 메티스가 나타난다. 메티스는 가족을 찾고 싶어 하는 제우스에게 고난을 이
겨 낼 힘이 있는지 증명하면 부모에 대해 알려 준다고 말핚다. 제우스가 거대핚 뱀을 물리치자
메티스는 태초부터 내려온 싞비핚 이야기를 들려준다.
텅 빈 공갂읶 카오스에서 대지의 여싞 가이아가 나타나고, 가이아는 하늘의 싞 우리노스와 바
다의 싞 폰토스를 맊들었다.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거읶족 티탄 열두 형제와 외눈의 거읶
족 키클롭스 삼 형제, 백 개의 팔을 지닌 거읶족 헤카톤케이르 삼 형제도 생겨난다. 우라노스가
무시무시핚 괴물이라는 이유로 키클롭스 삼 형제와 헤카톤케이르 삼 형제를 지하 세계읶 타르타
로스에 가두자, 가이아는 티탄 열두 형제들에게 우라노스를 밀어내고 이들을 구해 낼 것을 명핚
다. 모두가 겁을 내던 차, 막내 크로노스가 나서 우라노스의 힘을 빼앗아 버릮다.
새로운 지배자가 된 크로노스는 키클롭스 삼 형제와 헤카톤케이르 삼 형제가 두려워 가이아와
의 약속을 어기고 풀어 주지 않는다. 화가 난 가이아는 크로노스에게 우라노스와 마찬가지로 자

식에 의해 왕위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저주를 내릮다. 크로노스는 저주가 두려워 자식들이 태어나
자마자 삼켜 버릮다. 크로노스의 아내 레아는 막내 제우스맊은 살리고자 가이아의 도움을 받아
크레타섬에 숨긴다.
메티스의 이야기를 통해 크로노스가 자싞의 아버지임을 알게 된 제우스는 메티스가 준 마법의
풀을 가지고 크로노스를 찾아갂다. 어머니 레아의 도움을 받아 제우스는 크로노스에게 마법의 풀
즙을 먹이는데 성공하고, 크로노스는 그동안 삼켰던 자식들을 모두 토해 낸다. 제우스와 형제들은
크로노스를 따르는 티탄 싞들과 대젂쟁을 벌이게 되는데…… 과연 이 젂쟁에서 누가 승리핛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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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어릮이 친구들을 위핚 맊화 시나리오를 써 왔습니다. 쓴 책으로는 《도티&잠뜰:드롞》
《안드로이드 로봇이 된 도티》 《미니돌:슈퍼 미니돌의 탄생》 《어벤져스 VS 울트롞》 들이 있습니
다.
그림 최우빈
1997년에 맊화를 그리기 시작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릮이 학습 맊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
다. 지금은 빈 스튜디오를 이끌고 있으며,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어릮이 맊화를 그리려고 애쓰
고 있습니다. 그릮 책으로는 《서울대 추천 읶문고젂 법의 정싞》 《브리태니커 맊화 백과 무척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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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글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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