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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만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접근성과 영향은 크다. 만화는 글과 그림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기에 어느 매체보다도 쉽게 아동에게 다가가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읽어주는 방식에서 나아가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아동

들에게의 접근성은 어느 매체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화로 보는 그리

스 로마 신화>는 주 독자층이 아동이다. 글로 읽는 신화가 아닌 만화로 보는 신화

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쉽게 수용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신들이 보여 주는 형태

는 비윤리적인 표현들로 가득하다. 모자의 근친혼, 남매의 근친혼, 조카와의 근친

혼 및 혼외정사의 성적 표현은 비윤리적인 경향이 강하여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제우스는 바람피우는 행위를 자주하며, 혼외정사에 의하여 생긴 제우스 자녀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한다. 독자가 성인이라면 이성적 판단에 의한 가치 기준

이 서 있지만, 아동은 옳고 그름의 이성적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문이 있더라

도 그대로 수용하기 쉽다. 아동의 무비판적인 관찰학습에 대한 대안으로서, 작가의 

개입을 통해 아동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할 수 있게 연출할 필요가 있다.

아동을 독자로 하는 교양만화나 학습만화에서 비윤리적이거나 성적 표현을 사용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몇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 만화의 스토리와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장인물을 통해 비윤리적인 내용이나 성적 표

현의 경우, 현재에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분명한 표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

다. 아동의 관찰학습에 있어서 벌은 즉각 주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교양․학습만

화에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에게 잘못된 학습이 될 수 있는 표현에는 

작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②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장인물과 질문하

는 아동의 대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할 수 있게 연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들의 비윤리적

인 표현을 분석하였으며,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동의 사회학습에 

미칠 수 있는 제우스와 신들의 성적 표현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제어 : 그리스로마신화, 아동교육, 사회학습,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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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1. 연구배경과 목적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

라>의 학습만화 이후로 가장 성공적인 교양만화 또는 학습만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만화 시장에서 교양․학습만화는 비주류

이자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지만 현재 확대된 만화시장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만화 천자문>, <살아남기> 시리즈 등 

수많은 교양․학습만화가 쏟아져 나왔으며, 고사 위기였던 대본소 

체제에서 서점 체제로 이전하는 대안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현

재의 출판만화 시장에서 교양․학습만화가 꽃을 활짝 피우고 있으

며, 또 다른 대안으로서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웹툰이 젊은 독자

층의 호응을 폭넓게 얻고 있다. 향후에는 아이패드와 같은 전자

책으로 대변되는 전자종이만화 시장이 출판만화 시장과 웹만화 

시장의 융합형으로 발전하리라 여겨진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2000년 출판되어 천만 부 

넘게 팔리는 진기록을 세운 만화책이며, 한때 읽지 않은 아동이 

드물 정도로 부모가 직접 고른 교양․학습만화의 대명사이자 아동

의 교양서로 인식되고 있다. 만화시장의 변화가 필요했던 시점에

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끼친 영향은 지표적 가치

를 지닌다. 그 중대한 지표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그동안 비판

적 연구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지만 신들의 비윤리적인 

표현이 성인이 아닌 아동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올바른 

의미작용을 할 것인지 의문을 갖고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

다.

만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접근성과 영향은 크다. 만화는 글과 

그림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기에 어느 매체보다도 쉽게 아

동에게 다가가는 특성이 있다. 특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읽어주

1) 제 1저자: 박결정, 제 2저자: 정선진, 교신저자: 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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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에서 나아가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아동들에게의 

접근성은 어느 매체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세계적인 양서로 인정받아 추천되고 읽

혀지는 신화이다. 이에 반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동이 보기 쉽게, 글이 아닌 만화로 표현된 교양․학습만화이다. 

본 연구자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동의 사회학

습에 미칠 수 있는 제우스와 신들의 윤리적 표현을 분석하는 것

이 목적이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아동의 사회학

습에 연관된 만화의 윤리적 표현을 분석함으로써 교양․학습만화의 

콘텐츠를 기획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지 결코 만

화시장의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

다. 

 2. 연구내용과 방법 

연구 대상은 가나출판사에서 발행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첫 번째 권이다. 작가와 출판사의 분쟁으로 인해 동일 

출판사에서 발행된 다른 작가에 의한 동명의 작품이 있지만 상징

적 의미를 갖는 앞서 출판된 만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들의 비윤리적인 표현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신을 대표하

는 제우스의 성적인 표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윤리적인 표

현 중에서 제우스는 바람피우는 행위를 자주하며, 불륜에 의하여 

생긴 제우스 자녀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한다. 첫 번째 권

은 <올림푸스의 신들>이란 부제 하에 주요 신들의 이야기를 다루

고 있다. 이 권에는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독자가 성인이라면 이성적 판단에 의한 가치 기

준이 서 있지만, 아동은 옳고 그름의 이성적 판단이 부족하기 때

문에 그대로 수용하기 쉽다.

연구방법은 크게 인지적 사회학습이론과 조작적 조건형성이론, 

윤리적 표현과 성적 표현, 결론으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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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반두라(Bandura)의 인지적 사회학습이론’과 ‘스키

너(Skinner)의 조작적 조건형성이론’을 통해 관찰과 학습, 벌에 

대해 다루었다.

두 번째, 성적 표현을 제외한 비윤리적인 표현에 대해 분석하

였다. ‘신과 윤리적 문제점’을 분석한 후, ‘신의 벌과 윤리적 

표현’을 조사하였다. 아버지가 자식을 가두거나 던져버리는 등 

유교적 가치관과 맞지 않은 표현들이 있다.

세 번째, 신들의 성적 표현에 대해 분석하였다. ‘신과 근친상

간’에서 모자와 남매의 근친혼, 납치에 의한 근친혼, 혼외정사

를 다루었다. 신들의 성적 표현은 비윤리적인 경향이 강하며 특

히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친간의 성적표현들

이 별 여과 장치 없이 노출되고 있다.

네 번째, 제우스의 성적 표현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우스와 

혼외정사’에서 제우스의 혼외정사를 다룬 후, ‘제우스의 혼외

정사와 벌’에서 제우스의 혼외정사와 벌을 다루었다. 제우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로서, 힘을 사용하여 비윤리적인 성적 

표현을 부끄럼 없이 행한다.

다섯 번째, 결론에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의 변론과 설

득’을 다루고 ‘작가의 개입과 윤리적 학습’에서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Ⅱ.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윤리적 표현 분석

 1. 반두라의 인지적 사회학습이론과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형

성이론 

채경선의 <아동정신건강>에서 반두라의 인지적 학습이론2)을 살

펴보면, 아동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서 학습한다

2) 채경선ㆍ김주아, 아동정신건강, 창지사, 2007,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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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직접적인 강화나 벌 없이도 타인의 행동을 관찰에 의해 

학습할 수 있으며, 이를 관찰학습이라고 한다. 주목할 부분은 다

음과 같다.

그림 1. 반두라의 인지적 사회학습이론, 관찰학습

“관찰자가 보고 있는 동안에 모델이 아무런 보상이나 처벌을 받

지 않을지라도 관찰자는 그 모델의 행동을 모방한다. …모방은 또 

관찰자가 존경하거나 높은 지위의 모델같이 되기를 원할 때 일어날 

수 있다.(김아영 외, 1998)”

위의 인용문 구절에서 관찰자를 ‘아동’으로, 모델을 ‘제우

스’로 바꾸어보면, “아동이 보고 있는 동안에 제우스가 아무런 

보상이나 처벌을 받지 않을지라도 아동은 제우스의 행동을 모방

한다. …모방은 또 아동이 존경하거나 높은 지위의 제우스같이 

되기를 원할 때 일어날 수 있다”가 된다.

앞의 책에서 스키너(Skinner)의 조작적 조건형성이론3)을 살펴

보면, ‘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벌은 어떤 

특정한 반응에 대해서 불유쾌한 자극이 뒤따르는 경우로, 그것을 

피하는 길은 그 반응을 억제하는 것밖에 없다.” 또한 벌이 최대

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벌은 벌을 받아야 할 어떤 특정한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반

3) 채경선ㆍ김주아, 앞의 책,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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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주어져야 한다. ② 벌을 받은 행동이 비슷한 시기에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벌을 줄 때는 벌을 받게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④ 벌은 벌을 받을 행동이 일어났을 때 가능한 

한 즉각 주어져야 한다. 

그림 2. 아동의 관찰학습과 벌 모델4)

아동이 만화책을 보는 행위는 학습자이자 관찰자로서의 역할이

다.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대표적인 신인 제우스는 아동

에게 있어서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는 절

대적 권력과 초월적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경의 

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마치 과거에 아동이 ‘슈퍼맨’이나 

‘600만 불의 사나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행동함으로

써 벌어진 사건들이 예가 될 수 있다. 아동은 <만화로 보는 그리

스 로마 신화> 속 신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학습하게 된다. 신

들의 성적인 표현이 아동이 모방하기에는 아동의 발달단계 과정

에서는 아동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모방의 단계

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아동에게 정서적인 발달에 미칠 수 있는 

4) 아동에게 미치는 관찰학습과 벌의 관계를 그림으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인

지적 학습이론(반두라)의 ‘관찰학습’과 조작적 조건형성이론(스키너)의 

‘벌’을 결합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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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효과가 있다는 점은 생각해봐야할 부분이다. 참고로 Daum에

서 ‘초등학생 임신’으로 검색을 하면 마주치게 될 내용들은 한

번쯤 우려할만한 시대적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앞의 책에서 ‘TV의 부정적인 영향’은 시각적으로 아동을 만

나는 ‘만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은 첫 번째, 언어로 전달되는 이야기는 아동의 

상상력을 키워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반면에 영상으로 전달

되는 이야기는 영상과 음향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창

의성 발달보다는 고정관념化 하기 쉽다. 두 번째, TV에서는 폭력

과 ‘착한 사람’을 종종 연결시켜 보여 주기 때문에 아동은 착

하기만 하면 친구를 때려도 괜찮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 세 번

째, TV에서 보여주는 성차별이 아동에게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을 심어줄 수 있다. 네 번째, TV 시청은 아동에게 수동적인 심적 

학습이어서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한다.5)

위 내용은 고정관념, 착각, 성역할 고정관념, 무비판적 흡수로 

요약할 수 있다. 아동의 학습에 있어서 이들 요약된 단어를 살펴

보면, 아동은 시각적인 것에 대하여 착각하기 쉽고, 고정관념化 

하기 쉬우며,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한다는 점이다.

 2.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신들의 윤리적 표현

  1) 신과 윤리적 문제점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주 독자층이 아동이다. 글

로 읽는 신화가 아닌 만화로 보는 신화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쉽

게 수용되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두 가

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들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후손이 태어

난다는 점이다. 이 두 요소는 신과 인간 사이에 절대적 권력과 

초월적 힘을 제하면 형태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어 보이게 한다. 

5) 채경선ㆍ김주아, 앞의 책, pp.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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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이란 이름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를 아동에게 이해시키거나 설명할 필

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신들이 인간에게 가하는 행위에는 모순적인 면들이 존재

한다. 예를 들면 p.186~196의 에피소드에서 제우스는 인간들이 

악에 물들었다는 이유를 대어 ‘멸망’이라는 행위를 시도한다. 

여기서 악에 대한 표현은 한 칸에 ‘남녀가 술 마시고 노는 모

습’이 전부이다. 아동을 충분히 설득시킬만한 표현이 부족한 셈

인데, 청소년이 대상일 경우 ‘신화’라는 속성을 이해하고 비판

적 수용이 가능한 연령대이지만 아동에게 있어서는 비판적 수용

이 아닌 무비판적 수용을 하기 쉬운 연령대인 것이다. 그에 반해 

신들은 비윤리적 행위를 자주 행한다. 신이 인간에게 가하는 죄

에 대한 벌이 이율배반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변론으로서, 신화이며 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합리화하려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다.

  2) 신의 벌과 윤리적 표현

초월적인 힘을 가진 신들의 행위를 보면, 현재의 윤리와 어긋

나는 벌을 아내 또는 자식에게 주고 있다. 벌도 벌이지만 벌을 

받게 된 죄가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이유들인데, 현재 기준

에서 이해하기 힘든 윤리적 문제를 아동에게 무비판적 수용을 하

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교양만화 혹은 학습만화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 입장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림 3>과 <그림 4>의 ①에서 아버지(우라노스)가 괴물같은 

자식들에 화가 나서 땅 속 깊은 곳에 가둔다.(P.28~29) A1(남

편): "누가 이 따위 애들을 낳으라고 했어? 창피하지도 않아?" 

A2(지문): 남편은 헤카톤케이르(자식)들을 땅 속 아주 깊은 곳에 

가두어 버렸어. B(변론_화자(성인)): “그 곳을 타르타로스(지

옥)라고 해.” 화자(변론_화자(아동)): “너무했어요. 아무리 끔

찍해도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처럼 비윤리적

으로 표현(아빠가 괴물 같다는 이유로 자식을 창피해 하고 땅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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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곳에 가두는 벌을 주고 있다)하고 있지만 변론은 화자(아

동)의 의문 수준에서 멈추고 만다.

그림 3. 만화의 윤리적 표현, ① 

그림 4. 신의 벌과 윤리적 표현

②에서 아버지(제우스)는 아내(헤라)와 불륜을 저지른 일로 인

해 싸운 상태에서, 아들(헤파이스토스)이 아내(헤라)를 두둔한 

말에 격분하여 궁전 밖으로 찬다.(p.157) 벌의 이유는 아들이 아

내(헤라)를 두둔한 말 때문이다. 죄를 지은 이는 아버지(제우스)

임에도 불구하고 벌은 아들에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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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에서 어머니(헤라)가 아주 못생긴 아들(헤파이스토스)을 궁

전 밖으로 던져 버린다.(p.156) 벌의 이유는 아들이 못생겼기 때

문이다.

④에서 남편(제우스)은 할머니(가이아)의 예언으로 인해 첫 번

째 아내(메티스)를 속여 삼켜버린다.(p.127~131) 벌의 이유는 할

머니(가이아)의 예언 때문이다.

⑤에서 남편(크로노스)은 어머니(가이아)의 예언으로 의해 태

어난 아기들을 삼켜버린다.(p.41~42) 벌의 이유는 어머니(가이

아)의 예언 때문이다. 

특히 ①과 ③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을 괴물처럼 생겼다

거나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가두거나 차버리는 벌을 주고 있다. 

②에서는 아내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아들을 궁전 밖으

로 차버리는 벌을 주고 있다. ④와 ⑤에서는 가이아가 할머니나 

어머니일 때 예언을 함으로써, 남편이 아내를, 아버지가 자식들

을 삼킨다.

 3.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신들의 성적 표현

  1) 신과 근친상간

브리태니커에서는 근친상간을 ‘법이나 관습으로 그 결합을 금

지하는 친족간의 성관계’라고 해석한다.6) 친족간의 성관계나 결

혼은 금기에 해당한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곤 하는 부녀간의 성관

계는 대중들에게 지탄받는 대상의 금기인 것이다.

<그림 6>의 ①은 신화적인 내용으로서 땅과 하늘이 엄마와 아

들로 표현되고 있다. ‘땅의 여신(가이아)은 자기가 낳은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결혼하여 여섯 아들과 여섯 딸을 낳았

다.(p.22-23)’는 내용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이 부분만을 보면, 

‘모자의 근친혼’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 책에서는 만화 속 

아동 캐릭터의 질문(어머니와 아들이 결혼을 해요?)에 대한 답변

6) 브리태니커, http://100.daum.net/encyclopedia, 검색어: 근친상간, 2013.01.31.,  

http://100.daum.net/encyclopediar/view.do?docid=b03g01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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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러니까 신화지. 까마득한 옛날의 신들 이야기야.”라

고 말하고 있다. 

그림 5. 만화의 윤리적 표현, ② 

그림 6. 신과 근친혼

<그림 5>와 <그림 6>에서 ②는 모자의 근친혼을 통해 출생한 

‘여섯 아들과 여섯 딸들이 각각 결혼해서 자손을 퍼뜨린

다.’(p.24)는 내용으로서 남매의 근친혼에 해당한다. A(변론_화

자(성인)): “이 여섯 아들과 여섯 딸들이 각각 결혼해서 자손을 

퍼뜨렸어.” 아동 캐릭터의 질문(B(변론_화자(아동)): “예? 친

형제자매끼리도 결혼을…?”)에 대한 답변으로 A(변론_화자(성

인)): “그러니까 신화라고 했잖아.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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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손을 퍼뜨리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을 거야”라고 말

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적 연출의 변론은 자칫 ‘신화’와 ‘자

손 번식’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을 

이해시키기에 충분한가?’의 질문과 함께 문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모자와 남매의 근친혼 외에 다음과 같은 예도 등장한다. 프로

메테우스의 아들(데우칼리온)과 에피테우스의 딸 (피라)은 부부

이며, 프로메테우스와 에피테우스는 형제 사이이다.(p.186) 이들

의 결혼은 사촌간의 근친혼에 해당한다.

그림 7. 만화의 윤리적 표현

<그림 6>이 모자와 남매의 근친혼이었다면, <그림 7>과 <그림 

8>은 조카와의 근친혼이다. <그림 7>에서 제우스의 형(하데스)이 

동생 딸(페르세포네)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는다.(p.104) 여기서

는 비윤리적인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한다. 제우스가 부

인 아닌 여자와 혼외정사를 한 결과로서 딸을 두게 되며, 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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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하데스)은 조카(페르세포네)를 납치하고 결혼까지 한다. 

현재의 관점에서 납치 형태의 범죄와 근친혼은 문제가 될 수 있

다. 조카를 납치하여 결혼한 이유가 단순히 조카에게 반했기 때

문이다. 원인은 ‘반함’이었고 결과는 ‘납치’와 ‘결혼’인

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림 8. 신의 범죄와 근친혼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현재적 관점에서 아동에게 

읽히기 위한 만화이다. 즉 현재 관점에서의 아동을 설득할 타당

한 표현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림 5>에서는 ‘신화’라는 말로 

문제를 단순하게 피하는 반면에 <그림 7>에서는 신화의 내용을 

만화로만 표현하고 있다. 아동의 남성적 이성관에 미칠 수 있는 

범죄적 요소와 윤리관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모두를 갖고 있다.

<그림 10>에서 제우스는 못생기고 장애를 가진 아들(헤파이스

토스)에게 미의 여신(아프로디테)과 결혼시킨다.(p.115) 아내(아

프로디테)는 남편(헤파이스토스)의 동생(아레스)과 바람을 피우

다 들키게 된다.(p.116, p.137) 아내가 시동생과 근친상간을 한 

이유는 원하지 않는 결혼 때문이었다. 원하지 않는 결혼이란 이

유로 시동생과 불륜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들키는 상황

이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이다. 왜냐하면 죄가 등장하

지만 작가의 변론이나 아동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는 이야

기적 연출이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벌 또한 표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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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만화의 윤리적 표현

그림 10. 신의 근친상간과 벌

<표 1>은 동생과 아내의 불륜에서 나오는 대사와 지문들이다. 

형: “아레스! 내 아내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동생: “앗, 

형님!” 그런데 밑의 칸에서는 아내와 아들이 등장하고 다음과 

지문이 나온다.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기호(거울)는 여자를 상

징하고, 아레스의 기호(창과 방패)는 남자를 상징하게 되었

어.”(p.116, ①~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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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페이지 인물 내 용

①

116

(지문)

아프로디테는 남편이 싫었어. 그래서 남편의 동생 

아레스와 몰래 사랑을 나누다가, 남편이 살짝 쳐 놓은 

그물에 걸려 들키기도 했어.

② 형 아레스! 내 아내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③ 동생 앗! 형님

④ (지문)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기호는 여자를 상징하고, 

아레스의 기호는 남자를 상징하게 되었어.

①

137

(지문)
오직,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만이 그의 

외모에 반해, 남편 몰래 그와 사랑을 나누곤 했었지.

② 아내
당신은 형님과는 달라요. 너무 잘 생기고 박력이 

있어요. 사랑해요.

③

138

동생 그런데 다른 신들이 왜 나를 싫어하지?

④ 아내 질투가 나서겠죠.

⑤ 아내 어디 가요, 아레스?

⑥ 동생 전쟁터에…

표 1. 형과 동생, 동생과 아내의 혼외정사 관련 표현

정보 전달에 치중한 나머지 동생과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남자

와 여자의 기호가 생겼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 칸에 등장하

는 에로스는 아내(아프로디테)의 아들이다. 그러나 헤파이스토스

의 아들인지는 알 수 없다. 이데일리의 ‘유경희의 톡톡아트’, 

“에로스, 사랑과 전쟁 사이에서 태어난 악동?”7)의 내용 중에 

에로스의 아버지로 유력한 두 남신을 들고 있는데, 그들은 헤르

메스와 아레스이다. 아내(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 사이에 헤르마

프로디토스라는 아들이 있으며, 동생(아레스)과의 사이에서도 아

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에로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7) 유경희, “에로스, 사랑과 전쟁 사이에서 태어난 악동”, 이데일리, 2012년 

7월 10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41&newsid=028

   24086599593208&DCD=A404&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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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즉 위 칸의 불륜과 아래 칸의 아들 사이에는 에로스

가 동생(아레스)의 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만화의 연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에 따라 수용자

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의 의미작용이 달라진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연출하고 표현할 것인가는 만화가의 몫이

다.

  2) 제우스와 혼외정사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1권에 나오는 제우스의 혼외

정사에 관련된 표현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① 제우스는 바람

둥이며, 많은 자손을 낳았다.(p.91~92) ② 제우스는 뻐꾸기로 변

신하여 자신의 구애를 피하는 헤라에게 안기는데, 한번 마음에 

둔 여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한다.(p.95~96) ③ 제

우스는 헤라와 결혼 후에도 몰래 바람을 피우다 자주 들킨

다.(p.98) ④ 제우스는 데메테르와의 사이에 페르세포네라는 딸

이 있다.(p.104) ⑤ 제우스는 세멜레와의 사이에 디오니소스라는 

아들이 있다.(p.107) ⑥ 제우스는 마이아와의 사이에 헤르메스라

는 아들이 있다.(p.142~144) ⑦ 제우스는 바람으로 인해 헤라와 

부부싸움을 한다.(p.157) ⑧ 1권의 ‘주요 신들의 계보’에서 제

우스와 아내 헤라(헤파이스토스, 아레스, 헤베) 외에 혼외정사 

대상(자녀)인 메티스(아테나), 마이아(헤르메스), 레토(아폴론, 

아르테미스), 므네모시네(칼리오페), 알크메네(헤라클레스), 다

나에(페르세우스), 레다(폴리데우케스, 헬레네), 세멜레(디오니

소스)가 있음을 표기하고 있다.(p.197)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그리스 로마신화>에서 ‘바람둥이 제

우스’란 소제목 안에는 ‘제우스의 바람기’와 ‘바람둥이의 여

인과 자식들’이 있다. <공부가 되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는 

‘바람둥이 제우스와 여신 헤라’가 소제목이다. 알라딘의 100자

평(닉네임_hiliz) 하나를 보면, “아이가 자꾸 그리스로마신화 

만화에만 빠져있는 것 같아서 책 형태로 된 것을 구입합니다. 선

정적인 만화보다 명화로 된 책이 나을 것 같아서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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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페이지 내 용

① 91~92 제우스는 바람둥이 / 많은 자손을 낳음

② 95~96
제우스는 뻐꾸기로 변신하여 회피하는 헤라에게 안김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자를 차지함

③ 98 제우스는 헤라와 결혼 후에도 바람을 피움 / 자주 바람을 들킴

④ 104 제우스는 데메테르와의 사이에 딸이 있음 / 딸은 페르세포네

⑤ 107 제우스는 세멜레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음 / 아들은 디오니소스

⑥ 142~144 제우스는 마이아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음 / 아들은 헤르메스

⑦ 157 제우스는 바람을 피움 / 바람으로 인해 헤라와 부부싸움을 함

⑧ 197

혼외정사 대상과 자녀 / 메티스(아테나), 마이아(헤르메스), 

레토(아폴론, 아르테미스), 므네모시네(칼리오페), 

알크메네(헤라클레스), 다나에(페르세우스), 레다(폴리데우케스, 

헬레네), 세멜레(디오니소스)

표 2. 제우스와 혼외정사 관련 표현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신화이지만 이에 대한 표현을 잘

한다면, 아동에게 선정적인 만화라는 인식보다는 보여주고 권장

할 수 있는 교양만화 혹은 학습만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

다.

  3) 제우스의 혼외정사와 벌

1권에서 주된 벌의 대상은 인간이며, 벌을 주는 신은 제우스이

다. 대표적인 벌의 내용을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나눠주어서 받는 벌(p.163~175), 신을 속인 죄로 인하여 인간에

게 벌을 주기 위한 판도라의 상자(p.176~184), 악에 물든 인간을 

벌주기 위하여 대홍수를 일으켜 두 사람을 제외하고 전멸시키는 

벌(p.186~193)이 있다. 제우스는 죄를 짓지만 벌을 받지는 않는

다. 그에 반해 제우스는 신의 절대적 권력과 초월적 힘을 이용하

여 인간을 벌하고 있다.

8) 알라딘, http://www.aladin.co.kr. 검색어: 공부가 되는 그리스로마 신화,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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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만화의 윤리적 표현

그림 12. 제우스의 혼외정사와 벌

제우스는 많은 여신들 및 인간들과 혼외정사를 벌인다. 혼외정

사의 주체는 남자 신인 제우스이다. 바람둥이로 표현되는 제우스

의 바람피우는 대상을 향해 아내(헤라)는 벌을 주는 행동을 한

다. <그림 11>과 <그림 12>를 보면, 제우스의 누나이자 아내인 

헤라는 질투가 심하다.(p.94) 제우스는 헤라와 결혼 후에도 몰래 

바람을 피우다 자주 들킨다. 헤라는 질투가 일어 상대에게 벌을 

주고 그들 사이의 자식들도 괴롭힌다.(p.98)

A1(지문): 제우스는 헤라와 결혼한 뒤에도 헤라 몰래 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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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다 자주 들켰어. B(화자(성인)): “헤라는 그때마다 질투가 

불같이 일어, 제우스와 사랑을 맺은 상대에게 잔인한 벌을 주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모질게 괴롭혔대.” B(변론_화자

(아동)): “신성한 결혼의 여신이니까.” A2(지문): 헤라는 꾀 

많은 제우스를 감시하느라고 언제나 두 눈을 부릅떴지.9)

혼외정사에서 가해자는 제우스이며, 피해자는 헤라와 그 대상

들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인 헤라는 가해자인 남편(제우스)의 

죄에 합당한 벌을 직접적 가해자가 아닌 또 다른 피해자인 대상

들에게 벌을 준다. 외신을 통해 들러오는 소식을 보면 간통 혐의

를 받은 여성들이 남성에 의해 총살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여

성의 성적 인권 유린은 자주 접할 수 있는 뉴스이다.

Ⅲ. 결론

 1.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변론과 설득

작가는 만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듣는 아동 캐릭터와 신화

를 들려주는 성인 캐릭터를 설정하고 있다. 성인 캐릭터의 말을 

통하여 아동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문제시될만한 요소를 변

론하고 있는데, 그 예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① 아동 : “네? 어머니와 아들이 결혼해요?” 성인 :  “그러

니까 신화지. 까마득한 옛날의 신들 이야기야.”(p.23) ② 아동 

: “친형제․자매끼리도 결혼을..?” 성인 : “그러니까 신화라고 

했잖아.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어. 자손을 퍼뜨리려면 그렇

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p.24~25) 동일한 가나출판사의 다

른 작가에 의하여 뒤에 출판된 동일 제목의 만화에서는 이 부분

을 성인이 아닌 이야기를 듣는 청소년을 통해 : “신화니까 친형

제, 자매끼리도 결혼을 했군요.” 성인 : “자손을 퍼뜨리려면 

9) 토머스 불핀치ㆍ홍은영,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① 올림포스의 신들

, 가나출판사, 2000,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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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었겠지.” 청소년 : “신화니까..”(p.43)로 표현하고 

있다.

순번 페이지 아동(질문) 성인(답변)

① 23
1) 네? 어머니와 아들이 

결혼해요?

2) 그러니까 신화지. 까마득한 

옛날의 신들 이야기야.

② 24~25 1) 친형제․자매끼리도 결혼을…?

2) 그러니까 신화라고 했잖아.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어. 

자손을 퍼뜨리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타 43

청소년 :

 1) 신화니까 친형제, 

자매끼리도 결혼을 했군요. / 

3) 신화니까..

2) 자손을 퍼뜨리려면 어쩔 수 

없었겠지.

③ 92 2) 뭐라고 했어요?

1) 제우스는 바람을 피우다가 

헤라에게 들키면 언제나 똑같은 

변명을 했어. / 

3) 우리의 자손을 많이 퍼뜨려 

신들의 힘을 크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야.

④ 145
신들은 사람하고 비슷한 점도 

많고, 아주 다른 점도 많네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점이 있어. 신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든 거야.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을 만들어냈지.

표 3. 만화 속 아동의 질문과 성인의 답변

③ 성인 : “제우스는 바람을 피우다가 헤라에게 들키면 언제

나 똑같은 변명을 했어.” 아동 : “뭐라고 했어요?” 성인 : 

“우리의 자손을 많이 퍼뜨려 신들의 힘을 크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야.”(p.92)

④ 아동 : “신들은 사람하고 비슷한 점도 많고, 아주 다른 점

도 많네요.” 성인 :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점이 있어. 신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든 거야. 신이 사람을 만

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을 만들어냈지.”(p.145) 이처럼 신화

적 상상력을 현재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각색 또는 연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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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좋은 예이다.

①~③에서는 근친혼이나 혼외정사의 변론을 ‘신’과 ‘신화’

에 맞추고 있다. 그에 반해 ④에서는 신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

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동에게 단지 ‘신’과 ‘신화’이니 이

해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재의 관점에서 신들의 비윤리적 행위는 아동에게 잘못된 사

회성을 심어줄 수 있다. 이를 단순히 신화니까 괜찮다는 단순한 

논리를 펴기 보다는 현재의 관점에서 신화를 설명할 수 있는 전

개를 펼쳐야 할 것이다. 장영란의 그리스신화10)에서 장영란은 

“제우스가 수많은 크고 작은 중요한 여신 및 여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다양한 지역 신화들의 통합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은유가 담긴 신화의 속성에 대해 아동에

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이야기 연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아동에게 

신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신화의 속성을 “신화니까”라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난다면 이해하기 힘든 비윤리성에 대한 설득

의 장치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땅의 여신 가이아는 자기가 낳은 하늘의 신 우라

노스와 결혼하여 여섯 아들과 여섯 딸을 낳았다. 여섯 아들과 여

섯 딸들이 각각 결혼해서 자손을 퍼뜨린다.”(p.23~24) 이 문장

만 생각하면 근친혼으로서 아동에게 보여줄 이야기로 적절치 않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신화적인 상상력을 가미하여 어머

니로 표현되는 땅과 아들로 표현되는 하늘의 신화 창조적 관점에

서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아동일지라도 설득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어머니와 아들), 12개월(여섯 

아들과 여섯 딸)의 상징성은 ‘천지창조’의 신화적 속성을 드러

내는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다음과 같은 설득의 장

치를 찾을 수 있다. 성인 : “티탄, 키클로프스, 헤카톤, 케이르

는 모두, 대자연의 엄청난 힘을 상징했을 뿐이야.” 아동 : “자

10) 장영란, 장영란의 그리스신화, 살림, 2005,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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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에 대한 두려움이 신을 만들어 냈군요.” 성인 : “바로 그래. 

옛 그리스 사람들이 상상해낸 거지.”(p.27)

하지만 아쉽게도 근친혼과 혼외정사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논

리가 ‘신’과 ‘신화’로 규정하기에는 만화가 아동의 사회학습

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2. 작가의 개입과 설득

아동정신건강에서 TV의 비교육적인 내용에 대해, 아동의 올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서는 ① 부모 및 교사는 아이의 행

동은 부모나 교사의 생각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② 이러한 대화를 통해 아

동은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하게 된다. ③ 나아가 상황에 따른 

대안적인 행동까지 고려할 수 있는 보다 윤리적인 상황판단력이

나 문제해결력을 습득하게 된다.11) 라고 말하고 있다. 

아동을 독자로 하는 교양만화나 학습만화에서 비윤리적이거나 

성적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TV의 비교육적인 내

용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는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 

만화의 스토리와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작가는 연출에 있어서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장인물을 통해, 비윤리적인 내용이나 성적 표현에 대해서 현재에

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분명한 표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

다. 아동의 관찰학습에 있어서 벌은 즉각 주어지는 것이 효과적

이므로 교양․학습만화에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에게 잘

못된 학습이 될 수 있는 표현에는 작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

요가 있다. ②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장인물과 질문하는 아동의 

대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할 수 있게 연출하여야 한다. 

또한 책에 일방적으로 맡기기보다 부모는 아이와 책의 해당 내용

에 대한 대화를 통해 올바른 학습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11) 채경선ㆍ김주아, 앞의 책,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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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상황에 따른 대안적인 행동까지 고려할 수 있는 연출을 

그린다면 독자인 아동의 무비판적인 흡수에 대한 적절한 대안 혹

은 완충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는 부모가 아이와 대화함

에 있어서 대화의 소재가 될 뿐 아니라 학습의 지침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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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the Sexual Expression in <Greek & Roman Mythology in 

Cartoon> related to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Park, Keong-Cheol ․ Jung, Sun-Jin ․ Jeong, Sun-Mee

The accessibility and effect of cartoon on children are very significant. 

Since cartoon is a medium of conveying information through text and 

pictures, it has a characteristic of being easily approached by children than 

any other medium. Its accessibility to children is inevitably more exceptional 

than any other medium in the sense that it is a method of not only telling or 

reading stories but also showing stories.

The main audience of <Greek & Roman Mythology in Cartoon> is children. 

It has a characteristic of being easily accepted by children since it's 

mythology seen in cartoon than read in text. However, gods conducts are full 

of unethical expressions. Sexual expressions of intermarriages between 

mother and son, between brother and sister and between uncle and niece, as 

well as extramarital intercourse are very unethical that could have negative 

effects on children.

This study analyzed the unethical expressions of gods that could have 

negative effects on children at current point in time. Zeus was often 

unfaithful to his wife with many stories about the children of Zeus that were 

created from extramarital intercourse. Standard of value on rational decision 

has been established for adult readers, but children can readily accept things 

since they lack their own rational decision on what's right and wrong. As an 

alternative to children's uncritical observatory study, there is a need for 

author's intervention to help children form desirable val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xual expressions of Zeus and gods in <Greek & 

Roman Mythology in Cartoon> that could affect children's social study.

Key Word : Greek & Roman mythology, children's education, social study, 

car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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