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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권하는 새책 소식지
2022년 여름호 / 통권 68호

들어가는 글 I 어린이날 100주년 이야기

만나고 싶은 작가 I 박혜선 작가 

미디어 리터러시 I 미디어 콘텐츠 만들기를 통한 ‘미디어 문해력’ 기르기2

독후활동 I 웹툰/환경 

작품의 무대를 찾아서 I 방정환 선생이 꿈꾼 세상. 그 자취를 따라가 보다 

책을 만드는 사람들 I 봄마중의 시작 이야기 

작가&편집자가 권하는 책  

서평 I 과학, 교육, 그림책, 문학, 문화·예술, 역사·인물, 인문·사회  

여름방학 특집 I 2022 여름방학 추천도서 

신간 안내  

시리즈 안내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29(서패동) 2층 

전화 031-955-9680 팩스 031-955-9682 

돈? 돈! 돈에 대해 알려 주는  어린이 경제 그림책!
돈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고 싶고 궁금한 돈에 대한 모든 것!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01 돈이 뭐예요?  02 돈은 어떻게 벌까요? 

03 돈은 어떻게 저축할까요?  04 돈은 어떻게 쓸까요?

벤 허버드 글 I 베아트리스 카스트로 그림 I 이승숙 옮김 I 195×236mm

각 권 34쪽 I 각 권 12,000원 I 초등 저학년 이상

시리즈

기특하구나. 

사업이 잘되길 

바랄게.레모네이드를 

팔아서 용돈을 

벌 거예요!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샘물 같은 독서 경험을 바다로 이끌어 줄

초등 저학년을 위한 이야기책 시리즈

북극곰 이야기책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샘」 고학년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강」 청소년을 위한 「이야기바다」

북극곰의 이야기책 시리즈와 함께 작은 샘물이 큰 바다에 이르듯이,

여러분의 꿈도 마침내 넓은 바다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bookgoodcome@gmail.com       유튜브 bookgoodcome     블로그 codathepolar   인스타그램 bookgoodcome

솜다리꽃의 약속
황선옥 글 | 모지애 그림 | 120쪽 | 12,000원

세계 최초 소금쟁이 잠수부 동동
윤동희 글 | 고마운 그림 | 104쪽 | 12,000원

도깨비가 슬금슬금
이가을 글 | 허구 그림 |  132쪽 | 12,000원

이야기샘 신간

 외로웠던 연못가의 기상 캐스터, 
소금쟁이 동동의 사랑을 위한 위대한 도전  

전쟁이 남긴 상처부터 길 위 동물들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까지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는 
황선옥 작가의 창작 동화집

 할머니 작가님이 들려주는 
웃음과 해학의 도깨비 이야기 보따리

04 05 06

이야기샘 시리즈

01 고양이 인간이 된 선생님

02 페피데페디피와 요술반지

03 세 번째 소원

04 솜다리꽃의 약속

05 소금쟁이 잠수부 동동

06 도깨비가  슬금슬금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청소년

이야기강 시리즈

01 만우절 대작전

02 박달동 어벤져스

03 늑대 원더

04 산타를 믿습니까 

이야기바다 시리즈

01로베르 선생의 세 번째 복수 (가제, 출간 예정)

www.bookgoodcome.com
북극곰 홈페이지에서 
독후활동지 독서지도안을 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