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772005

284662

0
4

값
 8
,0
0
0
원

2021년
 겨

울
호

 (통
권

 66호
) 

어린이에게 권하는 새책 소식지
2021년 겨울호 / 통권 66호

만나고 싶은 작가 I 위기철 작가

책과 영화 I 아이들다움이 가득한 섬세하고 순수한 어린 시절의 기록

내 인생의 책 I 초라하고 소중했던, 피노키오

함께 해요 책이 있는 공간 I 개똥이네 책놀이터

책을 만드는 사람들 I 함께하는이야기 시리즈 

주제가 있는 책 I 인공지능

서평 I 과학, 그림책, 문학, 문화/예술, 역사/인물, 인문/사회

겨울방학 특집 I 겨울방학 추천도서

신간 안내 

시리즈 안내 

고래가숨쉬는도서관
교보 스토리공모전 동화 부문 수상작&우수작

길 잃은 생각 의사를 위한 
생각 속 응급 구조법
권태윤 글 I 김미진 그림 I 164쪽 I 13,000원

초등 중학년 이상

에이아이 내니 영원한 내 친구
박미정 글 I 이주미 그림 I 164쪽 I 13,000원

초등 중학년 이상

묘지 공주
차율이 글 I 박병욱 그림

148쪽 I 11,000원

초등 중학년 이상

침술 도사 아따거
이병승 글 I 오승민 그림

188쪽 I 12,000원

초등 중학년 이상

오합지졸 초능력단 
① 수상한 의뢰인과 화장실 귀신

김정미 글 I 임규현 그림

152쪽 I 12,000원

초등 중학년 이상

햇빛 쏟아지던 여름
임은하 글

160쪽 I 12,000원

초등 고학년, 청소년

필(Feel)
이윤주 글 I 이종미 그림

160쪽 I 12,000원

초등 중학년 이상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29(서패동) 2층 

전화 031-955-9680 팩스 031-955-9682 

2020 제8회 교보문고 스토리공모전 
 동화 부문 수상작!

교보문고 스토리공모전 전 수상작!

교보문고 스토리공모전 우수작!

지구는 개가 지킨다
최서현 글｜모예진 그림｜172쪽｜12,000원｜초등 중학년 이상

부글부글 도깨비 셰프
키키유 글｜애슝 그림｜112쪽｜12,000원｜초등 중학년 이상

수상한 캠핑카
임태리 글｜정진희 그림｜108쪽｜12,000원｜초등 중학년 이상



이야기 속에서 웃고, 울고, 놀자!

01 	나도	상	좀	받자!
이지훈 글 | 강은옥 그림 | 132쪽

평범한 11살 나도담, 상을 받기로 결심하다!

02 	코딱지	파기	싫어!
헤수스 로페스 모야 글 | 훌리오 A. 세라노 그림 | 성초림 역 | 144쪽

일등이 아니면 소용없다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03 	리얼	게임	마스터	한구호
임지형 글 | 황K 그림 | 120쪽

게임도 생활도 잘하고 싶다면, 일단 들어 와!

04 	제1차	세계	동물	정상	회의
그웨나엘 다비드 글 | 시몽 바이이 그림 | 권지현 역 | 180쪽

지구의 운명을 이야기하러 모든 동물이 다 모였다! 

05 	난민	전학생	하야의	소원
카상드라 오도넬 글 | 이해정 그림 | 권지현 역 | 120쪽

커다란 딸기 타르트를 먹는 것보다 더 큰 소원은?

02-332-6255 | www.toto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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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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