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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권하는 새책 소식지
2021년 가을호 / 통권 65호

만나고 싶은 작가 I 정진호 작가

책과 영화 I 나는 크지만 너는 작거든! 

내 인생의 책 I 한의사의 마음가짐을 일러 준 책 

함께 해요 책이 있는 공간 I 산책하는 고래 

책을 만드는 사람들 I 『아홉 개의 시간이 흐르는 나라가 있다고?』 

주제가 있는 책 I 문화

서평 I 과학, 그림책, 문학, 문화/예술, 역사/인물, 인문/사회

2학기 특집 I 2학기 추천도서

신간 안내 

시리즈 안내

얀 파울 스휘턴 글 | 플로르 리더르 그림

이유림 옮김 | 이정모 감수 | 각 권 25,000원 

진화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수수께끼

인간 너와 그 속에 사는 수많은 이들의 기적

지금이 아니면 언제 

우리 자신에 대해 이만큼이나 알아보겠어요!

★ 화이트 레이븐스 ★ 황금붓상 

★ 황금연필상 ★ 황금튤립상 

★ 닌커판히흐튐상 ★ 네덜란드 최고 도서디자인상

쇠막대가 머리를 뚫고 간 사나이 존 플라이슈만  |  신기한 동물에게 배우는 생태계 햇살과나무꾼  |  숲으로 호시노 미치오  

인간의 오랜 친구 개 김황  |  놀라운 생태계, 거꾸로 살아가는 동물들 햇살과나무꾼  |  호시노 미치오의 알래스카 이야기 호시노 미치오  

산에 가면 산나물 들에 가면 들나물 오현식  |  동물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아베 히로시  |  동물의 대이동 김황  |  뼈 스티브 젱킨스

사람은 왜 꾸미는 걸까? 정해영 교육 현장 필독서  |  세상을 바꾼 상상력 사과 한 알 정연숙  |  고릴라에게서 평화를 배우다 김황

자연에서 배우는 발명의 기술 지그리트 벨처  발명과 기술의 원리  |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신현수  |  우리 세상의 기호들 유다정  

나무의 말이 들리나요? 페터 볼레벤 숲으로 떠나는 발견 여행  |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 안내서 김희경 가장 실용적인 미술관 사용법  

침팬지가 들려주는 잠과 꿈 이야기 김황 어린이의 건강 생활을 돕는 잠 그림책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 세종도서 교양 부문 선정 

★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 도서   ★ 경기도 출판콘텐츠 제작지원사업선정작   ★ 학교도서관저널 추천  

★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추천 ★ 오르비스 픽투스 우수 논픽션 영예상  ★ 미국 도서관협회 우수 도서  

생명이란 어떻게 생겨나 어디로 갈까? 
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닐까?
놀라운 통찰을 담아낸 아름다운 과학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진정한 온 가족 도서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자연, 생태계, 지구, 우주의 관계를 따져보게 된 것이다.  

__이정모(국립과천과학관장)  

세상을 더 넓게, 더 깊이 !

cafe.naver.com/nonjangbook┃031-955-9164

인스타그램 @nonjangbook



전화 031-955-3535 | 누리집 www.boribook.com

말하기·읽기·쓰기 도움 사전, 국어 문법 익힘 사전

어휘력은 풍부하게! 문법은 쉽게! 

국어 기초는 튼튼하게! 

《보리 초등 국어 바로쓰기 사전》은 우리말과 

국어 문법 길잡이로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5가지를 익히는 데에 도움을 주는 사전입니다.

올림말마다 품사와 다양한 활용 형태를 알 수 있고, 

다양한 조사와 어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틀린 말, 틀린 표기, 잘못 쓰는 말도 올림말로 올려서 

바른 말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복합어, 관용 표현, 

속담을 덧붙여 우리 말법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 사전을 꼼꼼히 읽다 보면 우리말의 표현이나 

바른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엮은이 남영신│1254쪽│150×210mm│컬러, 양장│값 60,000원

보리 초등 국어 바로쓰기 사전 

설레이는 마음 / 설레는 마음

손이 시려워 / 손이 시려 

눈에 띈다 / 눈에 띤다 

하늘을 날으는 새 / 하늘을 나는 새

생각이 바꼈다 / 생각이 바뀌었다  

꿈을 이루기 바래 / 꿈을 이루기 바라  

어떤 말이 맞을까요?

《보리 초등 국어 바로쓰기 사전》에서 바른 말을 찾아보세요. 

왜 틀렸는지 알면 국어 공부가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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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