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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라나는 과학학습만화
호기심·상상력이 쑥쑥

어쩔뚱땡! 고구마머리TV
1권: 우주 탐험 1
글 서동건 | 그림 서윤지 | 감수 이명현 | 아울북 펴냄

유튜브 구독자 16만 명! 누적 조회 수 2,600만 회!
〈고구마머리TV〉와 깔깔대며 즐기는 과학 대모험

상상하는 것은 즐겁다!
어린이를 위한 창의력 자극 프로젝트
ㆍ제목 : 어쩔뚱땡! 고구마머리TV 1 – 우주 탐험 1
(*시리즈 전체 10권까지 출간 예정)
ㆍ부제 : 호기심·상상력이 쑥쑥 자라나는 과학학습만화
ㆍ글 : 서동건 | 그림 : 서윤지 | 감수 : 이명현
ㆍ분량 : 144쪽
ㆍ사양 : 153*210 | 양장
ㆍ가격 : 14,000원
ㆍ분야 : 어린이〉 초등학습만화
ㆍ발행일 : 2021년 4월 7일
ㆍISBN : 1권 978-89-509-9474-7 (74400)
세트 978-89-509-9473-0 (74400)
ㆍ키워드 : 우주, 태양, 행성, 외계인, 블랙홀, 유튜버, 과학책방
갈다, 이명현, 과학학습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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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인기 유튜브 〈고구마머리TV〉의 과학 콘텐츠를 학습만화 시리즈로!

“어쩔뚱땡! 상상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고구마머리 탐험대의 좌충우돌 우주 대모험
세계 최초 채소머리 크리에이터들의 엉뚱발랄 신나는 모험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
나는 채소 친구들이 귀여운 캐릭터로 탄생하여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깃거리를 찾아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떠납니다.
1권에서는 고구마머리, 파머리, 감자머리 셋이서 우주여행을 시작합니다. ‘만약 화성으로 이사한다
면?’ ‘내일 당장 태양이 폭발한다면?’ ‘우주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등 ‘만약’이라는 물음표에서
시작하여 과학적 상상의 나래를 펴나갑니다.
“어쩔뚱땡!” 고구마머리가 외치는 마법의 주문과 함께 과학의 세계를 누비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
보세요.

■ 출판사 서평
★ 초등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재미와 학습을 동시에
1권의 10개 에피소드는 초등교과과정과 연계하여 행성, 자전, 중력, 광합성 등 과학 개념을 함께 학
습할 수 있도록 짜여 있습니다. 각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있는 특별 코너에서는 스티커 놀이, 우주
퀴즈 등으로 책 속의 과학 개념을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유튜브 <고구마머리TV>의 시크릿 영상
최고의 과학 크리에이터 〈고구마머리TV〉와 협업하여 오직 독자 여러분만 볼 수 있는 시크릿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 코너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고구마머리TV 라이브〉 〈고구마머리TV 브이로
그〉 등 책 속 콘텐츠를 영상으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칼 세이건’이명현 천문학자 감수! 믿고 즐기는 초등 과학 콘텐츠
‘어쩔뚱땡! 고구마머리TV’ 시리즈(전 10권 예정)는 최고의 과학 인플루언서들이 모인 ‘과학책방 갈
다’와 함께합니다. 1권에는 ‘한국의 칼 세이건’ 이명현 천문학자(과학책방 갈다 대표)가 참여하여 내
용 감수, 특별 코너 〈과학자가 읽어 주는 어쩔뚱땡! 사이언스〉의 집필을 맡았습니다. 전문가의 참여
로 더욱 알차고 풍성해진 고구마머리 탐험대의 이야기를 믿고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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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및 감수자 소개
글_서동건
유튜브 〈고구마머리TV〉에서 ‘만약’을 주제로 상상력이 가득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과학 크리에이
터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법’ ‘초등학생을 위한 영상 편집법’ 등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서울예술대학교를 졸업한 뒤, 개그맨 시험에 도전하고 광고 만드는 일을 거쳐 사
업도 해 보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찾다 보니 지금의 길에 이르렀답니다. 더 많은 어린이가 과학을 재
밌게 느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의 글을 썼어요.

그림_서윤지
‘므므렛’이라는 필명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평소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지만, 가끔 유튜
브 〈고구마머리TV〉의 그림 작업을 도우며 웃음을 더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답니다. 고구마머리 캐릭
터에서 출발하여 이 책을 위해 ‘고구마머리 탐험대’라는 멋진 세계관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하
나 더, 이 책의 글을 쓴 서동건 작가의 친누나이기도 합니다. 현실 찐남매의 우당탕탕 에피소드가
책 속에 담겨 있으니 재밌게 즐겨 주세요.

감수_이명현
칼 세이건을 사랑하는 천문학자. 어릴 적 별을 보며 자랐던 삼청동 옛집에 ‘과학책방 갈다’를 열었
습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을 위한 과학 강의도 하고 문화 행사도 열면서 과학 네트워크를 잇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교에서 나선 은하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네
덜란드 캅테인 연구소 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 연세대학교 천문대 책임연구원을 지냈어요.
지은 책으로는 《지구인의 우주공부》 《이명현의 별 헤는 밤》 《이명현의 과학책방》 등이 있습니다.

■ 차례
이 책의 특징
작가의 말
추천의 말
캐릭터 소개
프롤로그: 만약 내가 우주 최고의 유튜버가 된다면?
01 목성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를 #목성 #자전 #중력
*[고구마머리TV LIVE] 목성 편
02 만약 화성으로 이사를 간다면? #화성 #테라포밍 #광합성
*화성으로 이사할 때 뭘 가져 갈까?
03 긴급 서바이벌! 태양 폭발 24시간 전 #태양 #지하도시 #진짜태양색
*[고구마머리TV LIVE] 태양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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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우주에서 스테이크 구워 먹은 거 누구야?! #우주냄새 #우주복 #진공상태
*[고구마머리TV 브이로그] 남매의 전쟁 편
05 나만의 우주 아지트 만들기 대작전 #소행성 #중력 #테라포밍
*소행성에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자!
06 타이탄 위성에서 수영왕이 될 거야 #타이탄 #위성 #밀도
*감자머리의 우주 상식 초성 퀴즈
07 토성의 고리 위에서 번지점프를 하다 #토성 #우주공포증 #얼음
*[고구마머리TV LIVE] 토성 편
08 외계인을 만난다면 감기 조심부터 #태양계 #외계인 #바이러스
*고구마머리TV 구독자 베스트 댓글 모음
09 치즈처럼 키가 길어지는 블랙홀 여행 #블랙홀 #초신성폭발 #태양계
*[고구마머리TV 브이로그] 내 안의 블랙홀 편
10 지구를 우리은하 센터로 추천합니다 #우리은하 #태양계 #블랙홀
*고구마머리 탐험대의 우주여행 지도
에필로그: 만약 내가 고구마머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고구마위키: #중력 #테라포밍 #진공상태 #질량 #밀도 #면역
과학자가 읽어 주는 어쩔뚱땡! 사이언스

http://www.book21.co.kr 담당: 이보람(lbr_book21@book21.co.kr) 전화 : 031-955-2411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01(문발동) 팩스 : 031-955-215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