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의 작가
히로시마 레이코가 창조한 신비한 세계!

혼령을 빌려드립니다!

혼령 장수 1 한 번쯤 만나고 싶은 기이한 혼령들

혼령 장수 2 2번지 달걀 가게를 조심하세요

히로시마 레이코 글 I 도쿄 모노노케 그림 I 햇살과나무꾼 옮김

128~136쪽 I 각 권 12,000원 I 초등 중학년 이상

임지형 글 I 김완진 그림 I 152×210mm I 192쪽

13,000원 I 초등 중학년 이상

열세 살이지만 생체 나이는 여든한 살!
세상에! 거울 속엔 열세 살 소년 대신에 

웬 노인이 떡하니 있었다. 

“누 누구예요?”

늙은 아이들

김희철 글 I 우지현 그림 I 152×210mm I 120쪽

12,000원 I 초등 중학년 이상

떠돌이 들개 윙크가 보여 주는 송곳니의 마법!
송곳니는 누굴 물어뜯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환히 웃거나 음식을 우아하게 찢을 때나 

사용하는 것이다.

송곳니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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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권하는 새책 소식지
통권 62호

작가 인터뷰 I 이승민 작가

사서에세이 I 책에 대한 검열의 시선과 마주하다

내 인생의 책 I 겨울에 피는 꽃 동백꽃을 닮은 ‘몽실 언니’ 

함께 해요 책이 있는 공간 I 터득골 북샵 

책을 만드는 사람들 I 흙 속에 숨은 진주, 역량 있는 신인 작가를 만나는 기쁨

주제가 있는 책 I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하는 따뜻한 삶

서평 I 과학, 그림책, 문학, 문화/예술, 역사/인물, 인문/사회

겨울방학 특집 I 겨울방학 추천도서

신간 안내 

시리즈 안내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29(서패동) 2층 

전화 031-955-9680 팩스 031-955-9682 

어린이 그림책 작가 교실 시리즈
모서현 외 글·그림 I 바람숲그림책도서관 기획 I 188×257mm I 34쪽 I 각 권 12,000원 I 유아, 초등 전학년

내가 엄마야! 나는 사진작가가 

될 거야!

나는 두부야! 야구공으로 변한 

외계인

치리와 아빠의 모험 우리 집 막내를 

소개합니다!



기억력과 순발력을 동시에 잡아라! 

짝꿍 카드를 찾고 외치고 가지면 승리! 

카드 게임으로 재미있고 쉽게

속담·수도·고사성어를 익혀 보자.

8종의 보드게임을 한 권에!

재미있고 편리한 신개념 보드게임북.

웃고 떠들며 게임하는 동안에도 두뇌는

훈련 중! 놀면서 논리력과 수리력을 

기르는 일석이조 효과를 경험하자.

카드로 누비는 우리나라 방방곡곡

우리나라 온 더 보드

카드로 누비는 조선왕조실록

조선 왕 온 더 보드

해·지구·달이 함께 만드는 

낮밤과 사계절 달을 삼킨 불개

2~6명30분5세  이상

2~4명90분만 6세  이상

스토리 보드게임북

상상의집 보드게임 소개

원리와 의미까지 알려 주는 학습 보드게임! 한국 지리, 조선 역사, 지구와 달의 궤도 등 

학습에 중요한 시공간을 보드판에 충실히 구현!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지식을 쏙쏙 흡수하자.

와당탕 속담이 백 개라도 
꿰려면 보드게임

탐정 게임 빅북

와당탕 고사성어 
자신만만 보드게임

와당탕 속담이 백 개라도 
꿰려면 보드게임 2

와당탕 세계 나라 
수도 보드게임

두뇌 게임 연구소

2~6명20~30분만 7세  이상
 •1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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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을 위한

책은 빠르게

서류는 간편하게

YES24
대량주문
서 비 스

YES24는 국내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한

서점입니다. 원하시는 책을 쉽게 확보해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견적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등 각종 행정서류를 전담MD가 간편

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업계 최고의 도서 DB를 지닌 YES24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

제휴 업체의 협력을 통하여, 품질이 보증되고 요구사항에 부합하

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대량주문 서비스 YES24 대량주문 서비스

1회 주문시 총수량 기준 50부 이상 이거나 판매가 기준 50만원 이상인 경우 입니다.

-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의 경우 행정 편의를 위해 후불제가 가능합니다.

- 담당MD가 배정되어 견적상담부터 서류제공/납품완료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문하신 도서 정가의 최대 5%를 YES포인트로 적립해드립니다. (포인트 유효기간 없음. 소멸되지 않는 적립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