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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한 권 읽기’ 추천 도서

초등 교과	 3	도덕	6.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	

4-1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초등 교과	 3-1	수학	1.	덧셈과	뺄셈	·	4-1	수학	

3.	곱셈과	나눗셈

초등 교과	 4-1	과학	1.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

까요?	·	6-2	과학	4.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우당탕 201호의 비밀
햄스터 100마리 구출 대작전!

글	강로사 | 값	12,000원

왜
0등은 없을까?
글	이영민 | 값	10,000원

집 나간
코딱지를 찾습니다

글	강여울 | 값	8,800원

햄스터 100마리 구출 사건을 통해 동

물권을 생각해 보는 창작 동화입니다.

숫자와 공식에 숨은 이야기를 발견하

면 수학이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더러운 코딱지는 왜 생길까요? 과학

의 기초를 잡는 인체 이야기입니다.

3~6학년 3~6학년 3~6학년

초등 교과	 1-1	통합(봄1)	1.	학교에	가면	·	2-1	

국어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초등 교과	 3-2	과학	2.	동물의	생활	·	4-2	사

회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화성에서 온
담임 선생님

글	미카엘 에스코피에 | 값	10,000원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글	한영식 | 값	10,000원

즐거운 학교생활 비법서! 새 담임 선생

님과 신학기에 관한 그림책입니다.

2017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통합교

과 정보서입니다.

1~2학년 3~6학년

초등 교과	 5-1	사회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5-2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초등 교과	 6-2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	

중등 교과	 3-1	국어	1.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

초등 교과	 6-2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	

중등 교과	 3-1	국어	1.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

일제의 침략과
독립운동

글	초등역사교사모임 | 값	10,000원

심청전
부모를 위해 나를 버린다고?

글	문재용 | 값	12,000원

춘향전
폭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글	장주식 | 값	12,000원

한국사를 이끈 리더 10권, 나라를 되찾

고자 한 리더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효도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인문 고전입니다.

권력 앞에서 인권을 외쳤던 조선의 당

당한 여성 춘향을 만나 보세요.

3~6학년 청소년 청소년

초등 교과	 4-2	과학	2.	물의	상태	변화	·	5-2	

과학	3.	날씨와	우리	생활

초등 교과	 4-1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	

5-2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초등 교과	 4-1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

요	·	4-2	사회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두 얼굴의 하늘
날씨와 재해

글	신방실 | 값	10,000원

1919  
3·1 운동과 임시 정부 이야기

글	김은빈 | 값	12,000원

우리 할머니는
페미니스트

글	이향 | 값	12,000원

2018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통합교

과 정보서입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역사 동화입니다.

성 역할, 양성평등, 페미니즘을 생각

해 볼 수 있는 창작 동화입니다.

3~6학년 3~6학년 3~6학년

독서 지도안 받는 곳

아르볼 홈페이지
 (jihak.co.kr/arb/book) 

> 독자와 함께 > 자료실

아르볼 블로그  
(blog.naver.com/arbolbooks) 

> 독후활동자료실

교과서 독서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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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추천도서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왜 0등은 없을까?

북토큰 선정도서

•나 좀 살려 줘! 환경과 쓰레기

•허생전 : 공부만 한다고 돈이 나올까?

•현대 직업의 원조 옛날 직업 납시오!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대륙이 꿈틀 바다가 빙그르르

•약이야? 독이야? 화학제품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개똥이 우주선

•우리말도 못 알아듣는 바보

•�지리랑 손잡고 문화랑 발맞춘 아프리카 신화 

•할머니가 아프던 날

올해의 청소년교양도서

•허생전 : 공부만 한다고 돈이 나올까? 

우수건강도서 

•고루고루 골고루 얍! 편식 탈출

우수과학도서 

•두 얼굴의 하늘 날씨와 재해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뼈만 남았네! 공룡과 화석

•시큼시큼 미끌미끌 산과 염기

칼데콧 메달 수상작

•(상상을 뛰어넘은 여행) 비클의 모험

IBBY(국제아동도서협의회) 아너상 /  

학교도서관저널 올해의 책 선정도서

•�(상식에서 잡학까지 유쾌한 음악 사전)  

맛있는 쇼팽 향긋한 베토벤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선정

‘초등 교과수업 연계도서’ 

•�고민에 빠진 소해골마왕

•�고수의 몸짱 비법 운동과 다이어트

•�과학 속 슈퍼스타

•�과학을 꿀꺽! 음식과 요리

•�과학을 타자! 놀이기구

•�교통사고를 조심해!

•�그림 따라 떠나는 우리 미술 여행

•�나 좀 살려 줘! 환경과 쓰레기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사는 집

•�내가 입는 옷

•�내 몸은 소중해!

•�대비해! 대피해! 지진과 안전

•�두 얼굴의 하늘 날씨와 재해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쉽게 읽는 동방견문록) 마르코 폴로의  

아름다운 여행

•�박씨전 : 결국 예뻐야 하는 걸까?

•�범인을 찾아라! 과학수사

•�비상 대피가 필요해!

•�뼈만 남았네! 공룡과 화석

•�(흐름이 보이는 명화 이야기) 세상에서  

젤 유명한 그림

•�시원해! 상쾌해! 화장실과 똥

•�시큼시큼 미끌미끌 산과 염기

•�심청전 : 부모를 위해 나를 버린다고?

•�알려 줘 강원도 위인!

•�알려 줘 경기도 위인!

•�알려 줘 경상북도 위인! 

•�알려 줘 대구·울산 위인!

•�알려 줘 대전·세종 위인!

•�알려 줘 부산 위인! 

•�알려 줘 서울 위인! 

•알려 줘 인천 위인!

•알려 줘 제주 위인!

•야외 활동을 조심해!

•약이야? 독이야? 화학제품

•외계인의 태양계 보고서 우주와 별 

•운영전 : 왜 금지된 사랑에 빠질까?

•위조지폐 사기단은 모르는 돈의 비밀

•응급 처치가 필요해!

•이게 무슨 소리?! 음악과 소음

•자연 재난이 위험해!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고 감기 탈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오스카 와일드의 숨겨진 명작) 캔터빌의 유령

•�토끼전 : 시키는 대로 한다고 충신일까?

•�폭력은 안 돼! 

•�하늘의 별부터 바닷속 물고기까지

•�학교가 위험해!

•�한국사를 이끈 리더 6·9·10권

•�허생전 : 공부만 한다고 돈이 나올까?

•�현대 직업의 원조 옛날 직업 납시오!

•�홍길동전 : 차별 없는 세상은 없을까? 

•�(즐거운 학교생활 비법서) 화성에서 온  

담임 선생님

•�흥부전 : 왜 흥부는 일해도 가난할까?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플러스 

•�1919 : 3·1 운동과 임시 정부 이야기

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 추천도서

•�나 좀 살려 줘! 환경과 쓰레기

•�내가 입는 옷

•�두 얼굴의 하늘 날씨와 재해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쉽게 읽는 동방견문록) 마르코 폴로의  

아름다운 여행

•�박씨전 : 결국 예뻐야 하는 걸까?

•�북한 친구를 추가하겠습니까?

•�뼈만 남았네! 공룡과 화석

•���약이야? 독이야? 화학제품

•�얼렁뚱땅 크리에이터 : 유튜브 나도  

해 볼까?

•���(즐거운 학교생활 비법서) 에취!

•���우리 할머니는 페미니스트

•�이젠 4차 산업 혁명! 로봇과 인공지능

•���피터 팬

•�홍길동전 : 차별 없는 세상은 없을까?

•�1919 : 3·1 운동과 임시 정부 이야기

교보문고 키위맘 추천도서

•�지리랑 손잡고 문화랑 발맞춘 유럽 신화

•�학교가 위험해!

동원육영재단 선정도서

•�뭐 어때! 내 맘이야

•�바람에 날린 작은 신문

서울시교육청 이달의 사서 추천도서

•�(상상을 뛰어넘은 여행) 비클의 모험

•�세계사 사건 파일 1

•�어흥! 호랑이 등에 탄 의원

아침독서 추천도서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상식에서 잡학까지 유쾌한 음악 사전)  

맛있는 쇼팽 향긋한 베토벤

•�바람에 날린 작은 신문

•�(흐름이 보이는 명화 이야기) 세상에서  

젤 유명한 그림 

•�어쨌든 폼 나게

•�왜 0등은 없을까?

•�지리랑 손잡고 문화랑 발맞춘 아메리카 신화

•�최척전 : 전쟁터에도 희망은 있을까? 

•�카르메시나 : 잃어버린 색깔의 도시

•�토끼전 : 시키는 대로 한다고 충신일까?

•�허생전 : 공부만 한다고 돈이 나올까?

•�현대 직업의 원조 옛날 직업 납시오! 

•�(즐거운 학교생활 비법서) 화성에서 온  

담임 선생님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오픈키드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선정도서

•�고민에 빠진 소해골마왕

•�(상상을 뛰어넘은 여행) 비클의 모험

젤 유명한 그림 

•시끌벅적 시장 한 바퀴

•시큼시큼 미끌미끌 산과 염기

•(환상의 자동차 여행) 아직 멀었어요?

•�에드거 앨런 포 : 일곱 개의 기이한  

이야기

•(즐거운 학교생활 비법서) 에취!

•역사가 열리는 문화재 나무

•외계인 알자무짜의 한국사 사건 파일 1·2 

•우리 할머니는 페미니스트

•이런 귀신 들어 봤어? 

•�지리랑 손잡고 문화랑 발맞춘 아메리카 신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집 나간 코딱지를 찾습니다

•카르메시나 : 잃어버린 색깔의 도시 

•카르메시나 : 잃어버린 색깔을 찾아서

•�(오스카 와일드의 숨겨진 명작) 캔터빌의 유령

•피터 팬

•�(즐거운 학교생활 비법서) 화성에서 온  

담임 선생님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플러스

•1919 : 3·1 운동과 임시 정부 이야기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루돌프는 왜 딸기코가 됐을까?

•(상상을 뛰어넘은 여행) 비클의 모험

•(환상의 자동차 여행) 아직 멀었어요? 

•�지리랑 손잡고 문화랑 발맞춘 아프리카 신화

•세라피나와 검은 망토

한국어린이교육문화연구원  

으뜸책 선정도서

•내가 사는 집

•대비해! 대피해! 지진과 안전

•시원해! 상쾌해! 화장실과 똥

•��이춘풍전 : 왜 무능한 남편을 버리지  

못할까?

•1919 : 3·1 운동과 임시 정부 이야기

•�(오스카 와일드의 숨겨진 명작) 캔터빌의 유령

한우리 독서토론논술 필독도서

•범인을 찾아라! 과학수사

•시큼시큼 미끌미끌 산과 염기

•약이야? 독이야? 화학제품 

•왜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날까?

•우리 집이 위험해!

•이게 무슨 소리?! 음악과 소음

•클릭, 세상을 바꾸는 통신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플러스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돌콩 옛이야기 시리즈

•마음이 자라나는 동화 시리즈

•물음표로 따라가는 인문고전 시리즈 

•세라피나 시리즈  

•아르볼 지식나무 시리즈

•우리 고장 위인 찾기 시리즈

•일 년 내내 안전한 생활 시리즈

•일 년 내내 튼튼하게 건강 동화 시리즈

•참 잘했어요 과학 시리즈

•참 잘했어요 사회 시리즈

•한국사를 이끈 리더 시리즈

•고민에 빠진 소해골마왕

•�공감 뿜뿜 한 컷 속담 : 매일매일이 속담이야!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

•내 생일도 국경일 하면 안 돼요?

•대륙이 꿈틀 바다가 빙그르르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쉽게 읽는 동방견문록) 마르코 폴로의  

아름다운 여행

•�(상식에서 잡학까지 유쾌한 음악 사전)  

맛있는 쇼팽 향긋한 베토벤

•바람에 날린 작은 신문

•바쁘다 바빠, 우리 대통령

•(상상을 뛰어넘은 여행) 비클의 모험 

•사랑해요!

•세계사 사건 파일 1·2

•�(흐름이 보이는 명화 이야기) 세상에서  

수상 내역 및 추천 도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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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도서명 주제 대상 세부 정보

의사소통 미안해 나도 미안해 자기표현, 용서 4~7세 22쪽

사회관계

사랑해요! 가족, 사랑 4~7세 21쪽

(상상을 뛰어넘은 여행) 비클의 모험 상상, 친구 4~7세 21쪽

백설공주와 일흔일곱 난쟁이 존중, 배려 4~7세 21쪽

바람에 날린 작은 신문 나눔, 용기 4~7세 21쪽

언니가 생겼어 나눔, 가족 4~7세 22쪽

도담이와 무지개 도깨비 질서, 예의 4~7세 22쪽

뭐 어때! 내 맘이야 배려, 예의 4~7세 22쪽

할머니가 아프던 날 효, 가족 4~7세 22쪽

꽃비가 물리친 먹구름 마녀 협력, 희망 4~7세 22쪽

아냐, 내가 최고야! 존중, 친구 4~7세 22쪽

거짓말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정직, 거짓말 4~7세 22쪽

싫어, 몰라, 취소야, 취소! 약속, 말하기 4~7세 22쪽

마법의 약초를 부탁해 책임, 도움 4~7세 22쪽

예술경험 (환상의 자동차 여행) 아직 멀었어요? 상상, 가족 4~7세 21쪽

자연탐구 개똥이 우주선 상상, 환경 4~7세 21쪽

영역 도서명 주제 대상 세부 정보

통합교과

고루고루 골고루 얍! 편식 탈출 식습관, 편식 초등 1~2학년 28쪽

우글우글, 내 손에 세균이 산다 손 씻기, 세균 초등 1~2학년 28쪽

허리가 찌릿찌릿 내 뼈가 위험해! 바른 자세, 신체 초등 1~2학년 28쪽

오싹오싹 진드기 조심조심 야외 활동 야외 활동, 병균 초등 1~2학년 28쪽

욱신욱신 이게 다 충치 때문이야 이 닦기, 치아 초등 1~2학년 28쪽

으랏차차 게임 중독 물리치기! 중독, 건강 초등 1~2학년 28쪽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고 감기 탈출 감기, 질병 초등 1~2학년 28쪽

키 쑥쑥 머리 똑똑 잠아 고마워! 수면 습관 초등 1~2학년 28쪽

얍! 내 몸을 지키는 방패, 예방 접종 예방 접종 초등 1~2학년 28쪽

냠냠 밥이 되고 약이 되는 운동 운동, 건강 초등 1~2학년 28쪽

안전한 
생활

학교가 위험해! 안전, 학교 초등 1~2학년 27쪽

우리 집이 위험해! 안전, 집 초등 1~2학년 27쪽

응급 처치가 필요해! 안전, 응급 처치 초등 1~2학년 27쪽

교통사고를 조심해! 교통 안전 초등 1~2학년 27쪽

자연 재난이 위험해! 지진, 태풍 초등 1~2학년 27쪽

비상 대피가 필요해! 비상 대피, 사회 재난 초등 1~2학년 27쪽

중독을 조심해! 중독, 건강 초등 1~2학년 27쪽

야외 활동을 조심해! 야외 활동, 안전 초등 1~2학년 27쪽

폭력은 안 돼! 폭력, 안전 초등 1~2학년 27쪽

내 몸은 소중해! 폭력, 유괴 초등 1~2학년 27쪽

국어

(즐거운 학교생활 비법서) 에취! 학교, 친구 초등 1~2학년 25쪽

(즐거운 학교생활 비법서) 화성에서 온 담임 선생님 학교, 선생님 초등 1~2학년 25쪽

고민에 빠진 소해골마왕 나, 친구 초등 1~2학년 25쪽

하늘의 별부터 바닷속 물고기까지 친구, 다양성 초등 1~2학년 25쪽

내 애완동물은 괴수 친구, 반려동물 초등 1~2학년 25쪽

우리말도 못 알아듣는 바보 의견, 맞춤법 초등 3~4학년 39쪽

우적우적, 쇠붙이 먹는 괴물 고전, 창의력 초등 3~4학년 40쪽

버림받은 공주, 아버지를 살리다 고전, 용기 초등 3~4학년 40쪽

어험! 내가 최고 어른이니라! 고전, 지혜 초등 3~4학년 40쪽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영웅이 나가신다! 고전, 리더십 초등 3~4학년 40쪽

어흥! 호랑이 등에 탄 의원 고전, 인성 초등 3~4학년 40쪽

공감 뿜뿜 한 컷 속담 : 매일매일이 속담이야! 속담, 사자성어 초등 3~6학년 29쪽

얼렁뚱땅 크리에이터 : 유튜브 나도 해 볼까? 창작동화, 유튜브 초등 3~6학년 37쪽

어쨌든 폼 나게 창작동화, 노동, 직업 초등 3~6학년 37쪽

우리 할머니는 페미니스트 창작동화, 페미니즘 초등 3~6학년 37쪽

우당탕 201호의 비밀 : 햄스터 100마리 구출 대작전! 창작동화, 동물권 초등 3~6학년 37쪽

좋은 약? 나쁜 약? 내게 맞는 약 창작동화, 약 초등 3~6학년 37쪽

우리 동네 별별 가족 창작동화, 가족 다양성 초등 3~6학년 37쪽

초등•중등 교과 연계 도서 목록누리 과정 연계 도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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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도서명 주제 대상 세부 정보

국어

박씨전 : 결국 예뻐야 하는 걸까? 고전, 인문 중등 44쪽

흥부전 : 왜 흥부는 일해도 가난할까? 고전, 인문 중등 45쪽

운영전 : 왜 금지된 사랑에 빠질까? 고전, 인문 중등 45쪽

허생전 : 공부만 한다고 돈이 나올까? 고전, 인문 중등 45쪽

심청전 : 부모를 위해 나를 버린다고? 고전, 인문 중등 45쪽

토끼전 : 시키는 대로 한다고 충신일까? 고전, 인문 중등 45쪽

홍길동전 : 차별 없는 세상은 없을까? 고전, 인문 중등 45쪽

금오신화 : 조선에 판타지 소설이 있었다고? 고전, 인문 중등 45쪽

구운몽 : 욕망, 독일까? 득일까? 고전, 인문 중등 45쪽

춘향전 : 폭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고전, 인문 중등 45쪽

장화홍련전 : 우리가 정말 가족일까? 고전, 인문 중등 46쪽

최척전 : 전쟁터에도 희망은 있을까? 고전, 인문 중등 46쪽

이춘풍전 : 왜 무능한 남편을 버리지 못할까? 고전, 인문 중등 46쪽

홍계월전 : 왜 남자로 살고 싶었을까? 고전, 인문 중등 46쪽

한중록 : 누가 사도 세자를 죽였는가? 고전, 인문 중등 46쪽

전우치전 : 힘이 있으면 영웅인가? 고전, 인문 중등 46쪽

삼국유사 : 역사를 배워서 어디에 쓸까? 고전, 인문 중등 46쪽

바리데기 : 운명은 바꿀 수 있을까? 고전, 인문 중등 46쪽

사씨남정기 :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 고전, 인문 중등 46쪽

카르메시나 : 잃어버린 색깔의 도시 문학, 희망 초등 1~3학년 50쪽

카르메시나 : 잃어버린 색깔을 찾아서 문학, 열정 중등 50쪽

피터 팬 문학, 감동 초등 3~6학년 49쪽

책장 뒤 비밀 공간에서 : 안네의 일기 고전, 감동 중등 48쪽

(쉽게 읽는 동방견문록) 마르코 폴로의 아름다운 여행 문학, 여행기 중등 49쪽

지킬 박사와 하이드 문학, 인성 중등 49쪽

(오스카 와일드의 숨겨진 명작) 캔터빌의 유령 문학, 감동 중등 49쪽

에드거 앨런 포 : 일곱 개의 기이한 이야기 문학, 공포 중등 49쪽

바다는 우리의 하늘이었다 문학, 인성 중등 49쪽

슬리피 할로우 : 워싱턴 어빙의 기이한 이야기 문학, 공포 중등 50쪽

영웅, 왕자 그리고 기사 : 다 알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 신화, 전설 중등 50쪽

마녀, 요정 그리고 공주 : 다 알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 신화, 고전 중등 50쪽

북유럽 신화 : 신들의 모험, 사랑 그리고 전쟁 문학, 신화 중등 50쪽

세라피나와 검은 망토 문학, 희망 중등 51쪽

세라피나와 뒤틀린 지팡이 문학, 성장 중등 51쪽

세라피나와 조각난 심장 문학, 인성 중등 51쪽

세라피나와 일곱 개의 별 문학, 인성 중등 51쪽

수학

4컷으로 생각하는 수학 문장제 1 : 너구링의 모험 수학 문장제 초등 1학년 29쪽

4컷으로 생각하는 수학 문장제 2 : 떡구와 팥찌 수학 문장제 초등 1~2학년 29쪽

4컷으로 생각하는 수학 문장제 3 : 쏙쏙이와 친구들 수학 문장제 초등 2~3학년 29쪽

영역 도서명 주제 대상 세부 정보

수학 왜 0등은 없을까? 수학 초등 3~4학년 39쪽

과학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동물 초등 3~6학년 33쪽

범인을 찾아라! 과학수사 물리, 과학수사 초등 3~6학년 33쪽

뼈만 남았네! 공룡과 화석 지구과학, 화석 초등 3~6학년 33쪽

과학을 타자! 놀이기구 운동, 에너지 초등 3~6학년 33쪽

약이야? 독이야? 화학제품 용해, 산과 염기 초등 3~6학년 33쪽

두 얼굴의 하늘 날씨와 재해 날씨, 재해, 물의 상태 변화 초등 3~6학년 33쪽

고수의 몸짱 비법 운동과 다이어트 몸, 건강, 운동 초등 3~6학년 33쪽

이젠 4차 산업 혁명! 로봇과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초등 3~6학년 33쪽

과학을 꿀꺽! 음식과 요리 화학, 영양 초등 3~6학년 33쪽

외계인의 태양계 보고서 우주와 별 우주, 태양계, 로켓 초등 3~6학년 34쪽

나 좀 살려 줘! 환경과 쓰레기 환경 오염, 재활용 초등 3~6학년 34쪽

시큼시큼 미끌미끌 산과 염기 산과 염기 초등 3~6학년 34쪽

시원해! 상쾌해! 화장실과 똥 똥, 건강, 위생 초등 3~6학년 34쪽

대비해! 대피해! 지진과 안전 지구, 지진, 안전 초등 3~6학년 34쪽

이게 무슨 소리?! 음악과 소음 소리, 음악, 소음 초등 3~6학년 34쪽

세상에서 가장 착한 초록 반려식물 식물 초등 3~6학년 34쪽

가슴이 콩닥콩닥 성과 사춘기 사춘기, 인체 초등 3~6학년 34쪽

눈이 따끔, 숨이 탁! 미세먼지 환경 오염, 미세먼지 초등 3~6학년 34쪽

미생물은 힘이 세! 세균과 바이러스 미생물, 건강 초등 3~6학년 32쪽

과학 속 슈퍼스타 과학, 인물 초등 3~6학년 38쪽

루돌프는 왜 딸기코가 됐을까? 동물 초등 3~6학년 39쪽

왜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날까? 식물 초등 3~6학년 39쪽

집 나간 코딱지를 찾습니다 인체 초등 3~6학년 39쪽

사회

시끌벅적 시장 한 바퀴 시장, 경제 초등 3~4학년 31쪽

바쁘다 바빠, 우리 대통령 대통령, 정치 초등 3~4학년 31쪽

출동! 도와줘요 공공 기관 공공 기관, 세금 초등 3~4학년 31쪽

클릭, 세상을 바꾸는 통신 통신, 소통 초등 3~4학년 31쪽

지켜 줘요 완전 소중한 인권 인권, 다문화 초등 3~4학년 31쪽

콩쥐를 지키는 법 팥쥐를 벌주는 법 법, 정치 초등 3~4학년 31쪽

알면 보물 모르면 고물, 지도 지도, 지리 초등 3~4학년 31쪽

위조지폐 사기단은 모르는 돈의 비밀 돈, 경제 초등 3~4학년 31쪽

알자! 묻자! 세상의 모든 종교 종교, 문화 초등 3~4학년 31쪽

내 생일도 국경일 하면 안 돼요? 국경일, 역사 초등 3~4학년 31쪽

내가 입는 옷 옷, 의류 문화 초등 3~4학년 31쪽

내가 먹는 음식 음식, 영양소, 식사 예절 초등 3~4학년 31쪽

내가 사는 집 집, 주거 환경 초등 3~4학년 31쪽

함께 사는 동물 동물 초등 3~4학년 31쪽

내가 타는 차 교통수단 초등 3~4학년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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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그림책

시리즈명 도서명 글 그림 ISBN 값 세부	정보

아르볼 
상상나무

사랑해요! 제랄딘 엘시네 세실 반구 979-11-85786-17-9 10,000원 21쪽

개똥이 우주선 조영아 조영아 979-11-85786-32-2 10,000원 21쪽

(상상을 뛰어넘은 여행) 비클의 모험 댄 샌탯 댄 샌탯 979-11-85786-35-3 12,000원 21쪽

(환상의 자동차 여행) 아직 멀었어요? 댄 샌탯 댄 샌탯 979-11-85786-74-2 12,000원 21쪽

백설공주와 일흔일곱 난쟁이 다비드 칼리
라파엘르  

바르바네그르
979-11-85786-96-4 12,000원 21쪽

바람에 날린 작은 신문

호세 사나브리아, 

마리아 라우라  

디아즈 도밍게스

호세  

사나브리아
979-11-6204-041-6 12,000원 21쪽

마음이 
자라나는 

동화

언니가 생겼어 이유정 김수옥 978-89-94700-70-0 10,000원 22쪽

도담이와 무지개 도깨비 서지원 송하완 978-89-94700-81-6 10,000원 22쪽

뭐 어때! 내 맘이야 윤희정 배슬기 978-89-94700-83-0 10,000원 22쪽

할머니가 아프던 날 윤희정 김호랑 978-89-94700-87-8 10,000원 22쪽

꽃비가 물리친 먹구름 마녀 정민지 유경래 978-89-94700-95-3 10,000원 22쪽

아냐, 내가 최고야! 김소연 김병남 979-11-85786-02-5 10,000원 22쪽

거짓말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노지영 이희랑 979-11-85786-07-0 10,000원 22쪽

싫어, 몰라, 취소야, 취소! 정재은 홍찬주 979-11-85786-13-1 10,000원 22쪽

미안해 나도 미안해 전민희 이나래 979-11-85786-15-5 10,000원 22쪽

마법의 약초를 부탁해 김소연 한여진 979-11-85786-18-6 10,000원 22쪽

초등

시리즈명 도서명 글 그림 ISBN 값 세부	정보

아르볼 
바로나무

(즐거운 학교생활 비법서) 에취! 실비아 세렐리
안드레아 

카스텔라니
979-11-85786-25-4 10,000원 25쪽

(즐거운 학교생활 비법서) 

화성에서 온 담임 선생님

미카엘  

에스코피에

클레망  

르페브르
979-11-85786-57-5 10,000원 25쪽

고민에 빠진 소해골마왕 마쓰야마 마도카 마쓰야마 마도카 979-11-85786-88-9 10,000원 25쪽

하늘의 별부터 바닷속 물고기까지 카이 쳉 톰
와이-얀트 리, 

카이 윤 칭
979-11-6204-044-7 12,000원 25쪽

내 애완동물은 괴수 아와타 노부코 타다 하루요시 979-11-6204-077-5 12,000원 25쪽

전체 도서 목록

영역 도서명 주제 대상 세부 정보

우리 고장 위인 찾기 1~15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 대구·

울산,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세종,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제주)

역사, 인물 초등 3~4학년 35쪽

역사가 열리는 문화재 나무 문화재, 역사 초등 3~4학년 39쪽

이런 귀신 들어 봤어? 민속, 역사 초등 3~4학년 39쪽

사회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 정치, 민주주의 초등 3~4학년 39쪽

대륙이 꿈틀 바다가 빙그르르 지리, 지구 초등 3~4학년 39쪽

돌콩 세계 신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세계 신화 초등 3~4학년 40쪽

1919 : 3·1 운동과 임시 정부 이야기 역사 동화, 일제 강점기 초등 3~6학년 37쪽

북한 친구를 추가하겠습니까? 통일, 평화 초등 3~6학년 37쪽

역사 속 슈퍼스타 역사, 인물 초등 3~6학년 38쪽

현대 직업의 원조 옛날 직업 납시오! 직업, 진로 초등 5~6학년 41쪽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 경제학 수첩 플러스 경제, 시장 초등 5~6학년 41쪽

외계인 알자무짜의 한국사 사건 파일 1·2 한국사 초등 5~6학년 41쪽

세계사 사건 파일 1·2 세계사, 고대, 중세, 현대 초등 5~6학년 41쪽

한국사를 이끈 리더 1_시작되는 우리 역사 한국사, 선사 시대, 고조선 초등 5~6학년 42쪽

한국사를 이끈 리더 2_삼국의 발전과 경쟁 한국사, 삼국 시대 초등 5~6학년 42쪽

한국사를 이끈 리더 3_통일 신라와 후삼국 한국사, 통일 신라, 후삼국 초등 5~6학년 42쪽

한국사를 이끈 리더 4_고려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고려 전기 초등 5~6학년 42쪽

한국사를 이끈 리더 5_고려의 변화와 위기 한국사, 고려 후기 초등 5~6학년 42쪽

한국사를 이끈 리더 6_조선의 건국과 발전 한국사, 조선 초기 초등 5~6학년 42쪽

한국사를 이끈 리더 7_임진왜란과 조선의 변화 한국사, 조선 중기 초등 5~6학년 42쪽

한국사를 이끈 리더 8_다시 일어서는 조선 한국사, 조선 후기 초등 5~6학년 42쪽

한국사를 이끈 리더 9_개화의 움직임과 대한 제국 한국사, 조선 말기 초등 5~6학년 42쪽

한국사를 이끈 리더 10_일제의 침략과 독립운동 한국사, 일제 강점기 초등 5~6학년 42쪽

예술

그림 따라 떠나는 우리 미술 여행 역사, 미술 초등 3~4학년 39쪽

(흐름이 보이는 명화 이야기) 세상에서 젤 유명한 그림 예술, 명화 초등 3~6학년 38쪽

(상식에서 잡학까지 유쾌한 음악 사전) 맛있는 쇼팽  

향긋한 베토벤
음악, 과학, 역사, 심리 초등 3~6학년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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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시리즈명 도서명 글 그림 ISBN 값 세부	정보

참 잘했어요 
사회

내 생일도 국경일 하면 안 돼요? 윤정 조은애 979-11-85786-28-5 10,000원 31쪽

내가 입는 옷 김성호 이수영 979-11-6204-033-1 11,000원 31쪽

내가 먹는 음식 최설희 뿜작가 979-11-6204-039-3 11,000원 31쪽

내가 사는 집 신현수 김윤정 979-11-6204-046-1 11,000원 31쪽

함께 사는 동물 김성호 손지희 979-11-6204-049-2 11,000원 31쪽

내가 타는 차 이안 박재현 979-11-6204-052-2 11,000원 31쪽

참 잘했어요 
과학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한영식 최해영 979-11-85786-83-4 10,000원 33쪽

범인을 찾아라! 과학수사 김원섭 오승원 979-11-85786-91-9 10,000원 33쪽

뼈만 남았네! 공룡과 화석 함석진 이창우 979-11-85786-94-0 10,000원 33쪽

과학을 타자! 놀이기구 조인하, 김수주 신동민 979-11-85786-97-1 10,000원 33쪽

약이야? 독이야? 화학제품 김희정 정인하 979-11-85786-99-5 10,000원 33쪽

두 얼굴의 하늘 날씨와 재해 신방실 김소희 979-11-6204-002-7 10,000원 33쪽

고수의 몸짱 비법 운동과 다이어트 백은영 이창우 979-11-6204-004-1 10,000원 33쪽

이젠 4차 산업 혁명! 로봇과 인공지능 이한음 이창섭 979-11-6204-019-5 10,000원 33쪽

과학을 꿀꺽! 음식과 요리 백은영 이효실 979-11-6204-024-9 10,000원 33쪽

외계인의 태양계 보고서 우주와 별 신광복 우지현 979-11-6204-030-0 10,000원 34쪽

나 좀 살려 줘! 환경과 쓰레기 허정림 뿜작가 979-11-6204-031-7 11,000원 34쪽

시큼시큼 미끌미끌 산과 염기 김희정 윤태규 979-11-6204-036-2 11,000원 34쪽

시원해! 상쾌해! 화장실과 똥 이안 이경석 979-11-6204-037-9 11,000원 34쪽

대비해! 대피해! 지진과 안전 신방실 김진희 979-11-6204-042-3 11,000원 34쪽

이게 무슨 소리?! 음악과 소음 최원석 허현경 979-11-6204-048-5 11,000원 34쪽

세상에서 가장 착한 초록 반려식물 한영식 정인하 979-11-6204-066-9 11,000원 34쪽

가슴이 콩닥콩닥 성과 사춘기 이안 서지현 979-11-6204-070-6 11,000원 34쪽

눈이 따끔, 숨이 탁! 미세먼지 신방실 이경석 979-11-6204-076-8 11,000원 34쪽

미생물은 힘이 세! 세균과 바이러스 김희정 이창우 979-11-6204-080-5 11,000원 32쪽

우리 고장
위인 찾기

알려 줘 경상남도 위인! 강로사 김도연, 조윤주 979-11-6204-006-5 11,000원 35쪽

알려 줘 경상북도 위인! 김은빈 이경석, 이수영 979-11-6204-007-2 11,000원 35쪽

알려 줘 부산 위인! 이정주, 이정은 서선미 979-11-6204-008-9 11,000원 35쪽

알려 줘 대구·울산 위인! 김은빈 윤정미, 조윤주 979-11-6204-009-6 11,000원 35쪽

알려 줘 전라남도 위인! 지호진 이용규, 이수영 979-11-6204-010-2 11,000원 35쪽

알려 줘 전라북도 위인! 강로사 서선미 979-11-6204-011-9 11,000원 35쪽

알려 줘 광주 위인! 이정주, 이정은 김도연, 이해정 979-11-6204-012-6 11,000원 35쪽

알려 줘 충청남도 위인! 지호진 이은주, 이해정 979-11-6204-014-0 11,000원 35쪽

알려 줘 충청북도 위인! 김은빈 윤정미, 조윤주 979-11-6204-015-7 11,000원 35쪽

알려 줘 대전·세종 위인! 김은빈 이수영 979-11-6204-016-4 11,000원 35쪽

초등

시리즈명 도서명 글 그림 ISBN 값 세부	정보

일 년 내내 
안전한 생활

학교가 위험해! 최형미 지우 979-11-85786-49-0 10,000원 27쪽

우리 집이 위험해! 최형미 지우 979-11-85786-55-1 10,000원 27쪽

응급 처치가 필요해! 최옥임 송하완 979-11-85786-64-3 10,000원 27쪽

교통사고를 조심해! 최옥임 송하완 979-11-85786-69-8 10,000원 27쪽

자연 재난이 위험해! 최옥임 김령언 979-11-85786-70-4 10,000원 27쪽

비상 대피가 필요해! 최옥임 박재현 979-11-85786-73-5 10,000원 27쪽

중독을 조심해! 서보현 영민 979-11-85786-80-3 10,000원 27쪽

야외 활동을 조심해! 김은중 이수영 979-11-85786-81-0 10,000원 27쪽

폭력은 안 돼! 김미애 지우 979-11-85786-84-1 10,000원 27쪽

내 몸은 소중해! 김미애 조윤주 979-11-85786-87-2 10,000원 27쪽

일 년 내내 
튼튼하게 
건강 동화

고루고루 골고루 얍! 편식 탈출 김은중 플러그 979-11-85786-41-4 10,000원 28쪽

우글우글, 내 손에 세균이 산다 김은중 플러그 979-11-85786-42-1 10,000원 28쪽

허리가 찌릿찌릿 내 뼈가 위험해! 김은중 플러그 979-11-85786-45-2 10,000원 28쪽

오싹오싹 진드기 조심조심 야외 활동 김은중 플러그 979-11-85786-50-6 10,000원 28쪽

욱신욱신 이게 다 충치 때문이야 김은중 플러그 979-11-85786-53-7 10,000원 28쪽

으랏차차 게임 중독 물리치기! 김은중 플러그 979-11-85786-54-4 10,000원 28쪽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고 감기 탈출 김은중 플러그 979-11-85786-58-2 10,000원 28쪽

키 쑥쑥 머리 똑똑 잠아 고마워! 김은중 플러그 979-11-85786-62-9 10,000원 28쪽

얍! 내 몸을 지키는 방패, 예방 접종 김은중 플러그 979-11-85786-65-0 10,000원 28쪽

냠냠 밥이 되고 약이 되는 운동 김은중 플러그 979-11-85786-68-1 10,000원 28쪽

키득키득

4컷으로 생각하는 수학 문장제 1 :  

너구링의 모험
오분샤 편집부 979-11-6204-054-6  8,800원 29쪽

4컷으로 생각하는 수학 문장제 2 :  

떡구와 팥찌
오분샤 편집부 979-11-6204-055-3  8,800원 29쪽

4컷으로 생각하는 수학 문장제 3 :  

쏙쏙이와 친구들
오분샤 편집부 979-11-6204-056-0  8,800원 29쪽

공감 뿜뿜 한 컷 속담 :  

매일매일이 속담이야!
전은지 뿜작가 979-11-6204-060-7  12,000원 29쪽

참 잘했어요
사회

시끌벅적 시장 한 바퀴 강효미 우연이 978-89-94700-66-3 10,000원 31쪽

바쁘다 바빠, 우리 대통령 황근기 홍기한 978-89-94700-67-0 10,000원 31쪽

출동! 도와줘요 공공 기관 손혜령 신동민 978-89-94700-84-7 10,000원 31쪽

클릭, 세상을 바꾸는 통신 박영란 단별 978-89-94700-85-4 10,000원 31쪽

지켜 줘요 완전 소중한 인권 이솔지 황하석 979-11-85786-08-7 10,000원 31쪽

콩쥐를 지키는 법 팥쥐를 벌주는 법 손혜령 에스더 979-11-85786-14-8 10,000원 31쪽

알면 보물 모르면 고물, 지도 양대승 장효원 979-11-85786-16-2 10,000원 31쪽

위조지폐 사기단은 모르는 돈의 비밀 강효미 김령언 979-11-85786-19-3 10,000원 31쪽

알자! 묻자! 세상의 모든 종교 이영민 문구선 979-11-85786-23-0 10,000원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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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시리즈명 도서명 글 그림 ISBN 값 세부	정보

우리 고장
위인 찾기

알려 줘 서울 위인! 이정주 이은주, 조윤주 979-11-6204-020-1 12,000원 35쪽

알려 줘 경기도 위인! 강로사 이수영 979-11-6204-021-8 11,000원 35쪽

알려 줘 인천 위인! 김은빈 서선미 979-11-6204-022-5 11,000원 35쪽

알려 줘 강원도 위인! 강로사 윤정미, 이해정 979-11-6204-025-6 11,000원 35쪽

알려 줘 제주 위인! 김은빈 이경석, 이해정 979-11-6204-026-3 11,000원 35쪽

아르볼
생각나무

1919 : 3·1 운동과 임시 정부 이야기 김은빈 윤정미 979-11-6204-043-0 12,000원 37쪽

얼렁뚱땅 크리에이터 : 유튜브  

나도 해 볼까?
최형미 지영이 979-11-6204-051-5 12,000원 37쪽

어쨌든 폼 나게 최은영 백두리 979-11-6204-057-7 12,000원 37쪽

우리 할머니는 페미니스트 이향 김윤정 979-11-6204-062-1 12,000원 37쪽

우당탕 201호의 비밀 : 햄스터  

100마리 구출 대작전!
강로사 지우 979-11-6204-064-5 12,000원 37쪽

북한 친구를 추가하겠습니까? 강미진 김민준 979-11-6204-068-3 12,000원 37쪽

좋은 약? 나쁜 약? 내게 맞는 약 최형미 이은주 979-11-6204-074-4 12,000원 37쪽

우리 동네 별별 가족 최은영 김정진 979-11-6204-078-2 12,000원 37쪽

아르볼
지식나무

역사 속 슈퍼스타 R. G. 그랜트 바셔 979-11-85786-60-5 10,000원 38쪽

과학 속 슈퍼스타 R. G. 그랜트 바셔 979-11-85786-61-2 10,000원 38쪽

(흐름이 보이는 명화 이야기)  

세상에서 젤 유명한 그림

믹 매닝, 브리타 

그랜스트룀

믹 매닝, 브리타 

그랜스트룀
979-11-6204-000-3 14,000원 38쪽

(상식에서 잡학까지 유쾌한 음악  

사전) 맛있는 쇼팽 향긋한 베토벤

주잔나  

키시엘레프스카

예쥐 그루홋,  

보이치에흐 코스
979-11-6204-061-4 15,000원 38쪽

지식 
동화

왜 0등은 없을까? 이영민 박재현 978-89-94700-00-7 10,000원 39쪽

루돌프는 왜 딸기코가 됐을까? 강현녀 허현경 978-89-94700-18-2 8,800원 39쪽

왜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날까? 김정신 송진욱 978-89-94700-24-3 8,800원 39쪽

집 나간 코딱지를 찾습니다 강여울 박재현 978-89-94700-30-4 8,800원 39쪽

역사가 열리는 문화재 나무 정민지 김민승 978-89-94700-43-4 8,800원 39쪽

이런 귀신 들어 봤어? 정재은 김순영 978-89-94700-48-9 10,000원 39쪽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 정지효 이한울 978-89-94700-58-8 10,000원 39쪽

대륙이 꿈틀 바다가 빙그르르 최영선 에스더 978-89-94700-80-9 10,000원 39쪽

그림 따라 떠나는 우리 미술 여행 윤희정 김순영 978-89-94700-93-9 10,000원 39쪽

우리말도 못 알아듣는 바보 조현진 최해영 979-11-85786-04-9 10,000원 39쪽

돌콩 
옛이야기

우적우적, 쇠붙이 먹는 괴물 강민경 하효정 978-89-94700-74-8 10,000원 40쪽

버림받은 공주, 아버지를 살리다 강민경 양윤미 978-89-94700-75-5 10,000원 40쪽

어험! 내가 최고 어른이니라! 강민경 이영아 978-89-94700-77-9 10,000원 40쪽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영웅이 나가신다! 강민경 이사라 978-89-94700-78-6 10,000원 40쪽

어흥! 호랑이 등에 탄 의원 강민경 하효정 978-89-94700-79-3 10,000원 40쪽

돌콩 세계 신화 지리랑 손잡고 문화랑 발맞춘 아시아 신화 신현배 이연주 979-11-85786-01-8 10,000원 40쪽

초등

시리즈명 도서명 글 그림 ISBN 값 세부	정보

돌콩
세계 신화

지리랑 손잡고 문화랑 발맞춘 유럽 신화 신현배 이아름 979-11-85786-06-3 10,000원 40쪽

지리랑 손잡고 문화랑 발맞춘 아프리카 신화 신현배 문지후 979-11-85786-20-9 10,000원 40쪽

지리랑 손잡고 문화랑 발맞춘 아메리카 신화 신현배 희우 979-11-85786-33-9 10,000원 40쪽

돌콩
사회 똑똑

현대 직업의 원조 옛날 직업 납시오! 김민령 곽진영 979-11-85786-11-7 10,000원 41쪽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이완배 박정원 979-11-85786-24-7 10,000원 41쪽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플러스 이완배 박순구 979-11-85786-93-3 10,000원 41쪽

외계인 알자무짜의 한국사 사건 파일 1 박수미 김민정 979-11-85786-22-3 10,000원 41쪽

외계인 알자무짜의 한국사 사건 파일 2 박수미 김민정 979-11-85786-31-5 10,000원 41쪽

세계사 사건 파일 1 신정현 이동현 979-11-85786-44-5 10,000원 41쪽

세계사 사건 파일 2 서지원 이동현 979-11-85786-51-3 10,000원 41쪽

한국사를
이끈 리더

1_시작되는 우리 역사 초등역사교사모임 이진우 979-11-85786-29-2 10,000원 42쪽

2_삼국의 발전과 경쟁 초등역사교사모임 양은정 979-11-85786-34-6 10,000원 42쪽

3_통일 신라와 후삼국 초등역사교사모임 이진우 979-11-85786-38-4 10,000원 42쪽

4_고려의 성립과 발전 초등역사교사모임 양은정 979-11-85786-40-7 10,000원 42쪽

5_고려의 변화와 위기 초등역사교사모임 이진우 979-11-85786-43-8 10,000원 42쪽

6_조선의 건국과 발전 초등역사교사모임 심수근 979-11-85786-47-6 10,000원 42쪽

7_임진왜란과 조선의 변화 초등역사교사모임 이진우 979-11-85786-52-0 10,000원 42쪽

8_다시 일어서는 조선 초등역사교사모임 심수근 979-11-85786-56-8 10,000원 42쪽

9_개화의 움직임과 대한 제국 초등역사교사모임 이미진 979-11-85786-63-6 10,000원 42쪽

10_일제의 침략과 독립운동 초등역사교사모임 이진우 979-11-85786-66-7 10,000원 42쪽

청소년 도서

시리즈명 도서명 글 그림 ISBN 값 세부	정보

물음표로
따라가는 
인문고전

박씨전 : 결국 예뻐야 하는 걸까? 박진형 이현주 979-11-85786-86-5 12,000원 44쪽

흥부전 : 왜 흥부는 일해도 가난할까? 최성수 이철민 979-11-85786-92-6 11,000원 45쪽

운영전 : 왜 금지된 사랑에 빠질까? 임치균 김유경 979-11-85786-95-7 11,000원 45쪽

허생전 : 공부만 한다고 돈이 나올까? 고영 정은희 979-11-85786-98-8 11,000원 45쪽

심청전 : 부모를 위해 나를 버린다고? 문재용 김호랑 979-11-6204-001-0 12,000원 45쪽

토끼전 : 시키는 대로 한다고 충신일까? 박진형 홍지혜 979-11-6204-003-4 11,000원 45쪽

홍길동전 : 차별 없는 세상은 없을까? 김진호 허구 979-11-6204-013-3 11,000원 45쪽

금오신화 : 조선에 판타지 소설이 있었다고? 임치균 이용규 979-11-6204-018-8 12,800원 45쪽

구운몽 : 욕망, 독일까? 득일까? 박진형 토끼도둑 979-11-6204-023-2 13,500원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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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명 도서명 글 그림 ISBN 값 세부	정보

물음표로
따라가는 
인문고전

춘향전 : 폭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장주식 영민 979-11-6204-029-4 12,000원 45쪽

장화홍련전 : 우리가 정말 가족일까? 강영준 홍지혜 979-11-6204-032-4 11,000원 45쪽

최척전 : 전쟁터에도 희망은 있을까? 박진형 토끼도둑 979-11-6204-038-6 11,000원 45쪽

이춘풍전 : 왜 무능한 남편을 버리지 못할까? 장주식 이은주 979-11-6204-045-4 11,000원 46쪽

홍계월전 : 왜 남자로 살고 싶었을까? 박진형 순미 979-11-6204-050-8 12,000원 46쪽

한중록 : 누가 사도 세자를 죽였는가? 강영준 신경란 979-11-6204-058-4 12,800원 46쪽

전우치전 : 힘이 있으면 영웅인가? 박진형 정은희 979-11-6204-065-2 12,000원 46쪽

삼국유사 : 역사를 배워서 어디에 쓸까? 최성수 이용규 979-11-6204-067-6 12,000원 46쪽

바리데기 : 운명은 바꿀 수 있을까? 박진형 홍지혜 979-11-6204-073-7 12,000원 46쪽

사씨남정기 :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 강영준 박미화 979-11-6204-079-9 13,500원 46쪽

세계 문학

시리즈명 도서명 글 그림 ISBN 값 세부	정보

아르볼
N클래식

책장 뒤 비밀 공간에서 : 안네의 일기 안네 프랑크 유보라 979-11-6204-075-1 15,000원 48쪽

피터 팬 제임스 매튜 배리 캉탱 그레방 979-11-85786-36-0 12,000원 49쪽

(쉽게 읽는 동방견문록)  

마르코 폴로의 아름다운 여행
안케 되르차프

클라우디아  

리브
979-11-85786-67-4 12,000원 49쪽

지킬 박사와 하이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시몽 모로 979-11-85786-89-6 12,800원 49쪽

(오스카 와일드의 숨겨진 명작)  

캔터빌의 유령
오스카 와일드 바르바라 브룅 979-11-85786-71-1 12,000원 49쪽

에드거 앨런 포 :  

일곱 개의 기이한 이야기
에드거 앨런 포

데이비드 가르 

시아 포레스
979-11-85786-46-9 12,000원 49쪽

바다는 우리의 하늘이었다 패트릭 네스 로비나 카이 979-11-6204-059-1 15,000원 49쪽

슬리피 할로우 : 워싱턴 어빙의  

기이한 이야기
워싱턴 어빙 달상 979-11-6204-063-8 14,000원 49쪽

영웅, 왕자 그리고 기사 : 다 알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
조제프 베르노 조제프 베르노 979-11-6204-071-3 15,000원 50쪽

마녀, 요정 그리고 공주 : 다 알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
조제프 베르노 조제프 베르노 979-11-6204-072-0 15,000원 50쪽

북유럽 신화 : 신들의 모험, 사랑  

그리고 전쟁
이수현 정인 979-11-6204-069-0 15,000원 50쪽

카르메시나 : 잃어버린 색깔을 찾아서
실비아 곤잘레스  

기라도

데이비드 가르 

시아 포레스 외
978-89-94700-76-2 12,800원 50쪽

카르메시나 : 잃어버린 색깔의 도시
실비아 곤잘레스 

기라도

데이비드 가르 

시아 포레스 외
978-89-94700-47-2 12,000원 50쪽

세라피나와 검은 망토 로버트 비티 979-11-6204-035-5 14,000원 51쪽

세라피나와 뒤틀린 지팡이 로버트 비티 979-11-6204-040-9 14,000원 51쪽

세라피나와 조각난 심장 로버트 비티 979-11-6204-047-8 14,000원 51쪽

세라피나와 일곱 개의 별 로버트 비티 979-11-6204-081-2 14,000원 51쪽

● 아르볼 상상나무             

● 마음이 자라나는 동화 

유아 그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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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과정	 의사소통	〉	책과	이야기	즐기기

예술경험	〉	아름다움	찾아보기

누리 과정	 의사소통	〉	책과	이야기	즐기기

사회관계	〉	더불어	생활하기

누리 과정	 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예술경험	〉	예술	감상하기

상상력과 감성 발달을 돕는 그림책 시리즈

아르볼 상상나무 

상상력과 감성 발달을 돕는

그림책 시리즈입니다.

개성 있는 그림과 기발한 내용을 담아

아이의 창의력을 무럭무럭 키워 줍니다.

시리즈 설명

  칼데콧 메달 수상작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유아독서연구소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동원육영재단 선정도서

  오픈키드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선정도서

수상내역

글 제랄딘	엘시네	외 | 그림 세실	반구	외

각 권 값 10,000	~	12,000원

Editor's 
Pick

작은 신문의 특별한 여행! 

사랑과 용기, 나눔을 알려 줄게요.

누리 과정	 사회관계	〉	더불어	생활하기 누리 과정	 자연탐구	〉	탐구과정	즐기기 누리 과정	 사회관계	〉	더불어	생활하기

쓸모없어 보였던 신문이 특별한 여행

을 하며 전하는 감동을 느껴 봐요.

바람에 날린 작은 신문
글	·그림	호세 사나브리아  

글	마리아 라우라 디아즈 도밍게스 
값	12,000원

환상의 자동차 여행 
아직 멀었어요? 

글	·그림	댄 샌탯 
값	12,000원

백설공주와
일흔일곱 난쟁이

글	다비드 칼리 
그림	라파엘르 바르바네그르

값	12,000원

기발한 시간 여행을 떠나면, 길고 긴 

자동차 여행도 지루하지 않아요!

집안일을 하며 지쳐 가는 백설공주에

게 엄마가 엿보이는 건 우연일까요?

사랑해요!
글	제랄딘 엘시네 | 그림	세실 반구

값	10,000원

개똥이 우주선
글·그림	조영아
값	10,000원

상상을 뛰어넘은 여행 
비클의 모험 

글	·그림	댄 샌탯 | 값	12,000원

다양한 나라의 말로 쓴 ‘사랑해요’를 

살펴보고 따뜻한 마음을 느껴 봐요.

우주선 연료가 똑 떨어져 지구에 온 외

계인들의 재미있는 여행을 만나 봐요.

상상의 나라에서 현실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비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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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발달을 돕는 그림책 시리즈

마음이 자라나는 동화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선정한  

유아 인성교육의 10가지 핵심 가치를  

주제로 한 동화입니다.  

집을 떠나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4~7세 아이들의 인성 발달을  

돕습니다.

시리즈 설명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오픈키드 이달의 책 선정도서

  책둥이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동원육영재단 선정도서

  유아독서연구소 선정도서

수상내역

글	이유정, 서지원 외 | 그림	김수옥, 송하완 외 

판형 225X250mm | 면수 36쪽 | 각 권 값 10,000원

01 나눔 언니가 생겼어 

03 배려	 뭐 어때! 내 맘이야

05 협력 꽃비가 물리친 먹구름 마녀

07 정직				 거짓말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09 용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02 질서 도담이와 무지개 도깨비   

04 효 할머니가 아프던 날     

06 존중 아냐, 내가 최고야!   

08 약속 싫어, 몰라, 취소야, 취소!    

10 책임 마법의 약초를 부탁해

누리 과정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사회관계	>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가지기

1~2학년

● 아르볼 바로나무

● 일 년 내내 안전한 생활

● 일 년 내내 튼튼하게 건강 동화

3~4학년

● 참 잘했어요 사회

● 참 잘했어요 과학

● 우리 고장 위인찾기

● 아르볼 생각나무

● 아르볼 지식나무

● 지식동화

● 돌콩 옛이야기 & 돌콩 세계 신화

5~6학년

● 돌콩 사회 똑똑

● 한국사를 이끈 리더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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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는 불도 뿜고 동물도 잡아먹는다는

데요,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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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이 바로 자라도록 돕는 초등 저학년 그림책 시리즈

아르볼 바로나무 

초등 저학년 그림책 시리즈입니다.  

몸과 마음이 바로 자라도록 돕는  

유익한 이야기로, 어린이의 바른 생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시리즈 설명

  아침독서 추천도서

   아이스크림 추천도서

   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선정 

‘초등 교과수업 연계도서’

수상내역

글 실비아	세렐리	외 | 그림 안드레아	카스텔라니	외

각 권 값 10,000	~	12,000원

Editor's 
Pick

과연 하루네 애완동물의 정체는? 

아이는 물론 어른까지 즐거워지는 책!

즐거운 학교생활 비법서 

에취! 
글	실비아 세렐리ㅣ그림	안드레아 카스텔라니 

값 10,000원

하늘의 별부터 
바닷속 물고기까지

글	카이 쳉 톰ㅣ그림	와이-얀트 리 ․ 카이 윤 칭 

값 12,000원

즐거운 학교생활 비법서
화성에서 온 담임 선생님

글	미카엘 에스코피에ㅣ그림	클레망 르페브르 

값 10,000원

내 애완동물은  
괴수

글	아와타 노부코ㅣ그림	타다 하루요시 

값 12,000원

고민에 빠진
소해골마왕

글·그림	마쓰야마 마도카 

값 10,000원

초등 교과	 	1	안전한생활	3.	소중한	나

2-2	국어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초등 교과	 		1-1	통합(봄1)	1.	학교에	가면

2-1	국어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초등 교과	 	1-1		통합(봄1)	1.	학교에	가면

2-1	국어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초등 교과	 		1-1	통합(봄1)	1.	학교에	가면

2-1	국어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초등 교과	 	2-1	국어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2-1	통합(봄2)	1.	알쏭달쏭	나

재채기할 때마다 동물로 변하는 테오는 

학교 친구를 만나는 게 두려워요. 

남자도 여자도, 새도 물고기도 아닌 ‘미

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아요.

무서운 소문이 돌고 있는 새 담임 선생님

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자신이 소, 해골, 마왕 중 무엇인지 몰라 

고민인 소해골마왕의 이야기를 만나요.

학교생활(친구)

편견·다양성

학교생활(선생님)

공감·상상력

나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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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위험해!

글	최형미ㅣ그림	지우

우리 집이  
위험해!

글	최형미ㅣ그림	지우

교통사고를 
조심해!

글	최옥임ㅣ그림	송하완

응급 처치가 
필요해!

글	최옥임ㅣ그림	송하완

폭력은  
안 돼!

글	김미애ㅣ그림	지우

내 몸은  
소중해!

글	김미애ㅣ그림	조윤주

비상 대피가 
필요해!

글	최옥임ㅣ그림	박재현

자연 재난이 
위험해!

글	최옥임ㅣ그림	김령언

야외 활동을 
조심해!

글	김은중ㅣ그림	이수영

중독을  
조심해!

글	서보현ㅣ그림	영민

초등 교과	 		 	

1-1	통합(봄1)	1.	학교에	가면

1-1	통합(여름1)	2.	여름	나라

1	안전한생활	1.	나는	안전	으뜸이

1	안전한생활	2.	우리	모두	교통	안전

1	안전한생활	3.	소중한	나

1	안전한생활	4.	우리	모두	안전하게

2	안전한생활	1.	안전은	내가	먼저

2	안전한생활	4.	안전하고	건강하게

안전 의식과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 주는 초등 저학년 그림책 시리즈

일 년 내내 안전한 생활 

교육부 제공 ‘안전 교육 7대 영역 표준안’과  

‘학교생활 안전 매뉴얼 앱’에 기초한 그림책입니다. 

안전한 생활을 위한 10가지 주제인   

‘학교, 우리 집, 응급 처치, 교통사고,  

자연 재난, 비상 대피, 중독, 야외 활동, 폭력, 

 성폭력·유괴’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리즈 설명

  교보문고 키위맘 추천도서

  아이스크림 추천도서

  한우리 독서토론논술 필독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선정  

‘초등 교과수업 연계도서’

수상내역

감수 (사)한국생활안전연합 | 판형 235X215mm

면수 40~48쪽 | 각 권 값 10,000원

나를 지키는 학교 안전 지침서! 

학교의 안전사고를 미리 알고 예방해요.

Editor's 
Pick

01 학교

05 자연 재난

09 폭력

02 우리 집

06 비상 대피

10 성폭력·유괴

03 응급 처치

07 중독

04 교통사고

08 야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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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의 중요함과 실천 방법을 알려 주는 초등 저학년 그림책 시리즈

일 년 내내 튼튼하게 건강 동화 
재미있는 그림을 보며 학습의 키포인트를 얻는 단행본 시리즈

키득키득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달력을 기준으로,

어린이가 생활하며 많이 접하는 질병과 

건강 습관을 10가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생기는 질병을 동화로 들려주고

치료법과 예방법을 함께 소개합니다.

전문가의 감수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시리즈 설명

재미있는 그림을 보면서  

학습의 키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 담긴 학습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초등 기초 학력을 높여 보세요.

시리즈 설명

  우수건강도서

  아이스크림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선정  

‘초등 교과수업 연계도서’

  중국 저작권 수출

    인도네시아 저작권 수출

수상내역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수상내역

글 김은중 | 그림 플러그 | 판형 235X215mm

면수 56쪽 | 각 권 값 10,000원

글 전은지	외 | 그림 뿜작가	외  

각 권 값 8,800~12,000원		

01 편식 고루고루 골고루 얍! 편식 탈출 

03 바른 자세	 허리가 찌릿찌릿 내 뼈가 위험해!

05 이 닦기 욱신욱신 이게 다 충치 때문이야

07 감기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고 감기 탈출  

09 예방 접종		 얍! 내 몸을 지키는 방패, 예방 접종 

02 손 씻기 우글우글, 내 손에 세균이 산다

04 야외 활동 오싹오싹 진드기 조심조심 야외 활동    

06 게임 중독 으랏차차 게임 중독 물리치기!   

08 수면 습관 키 쑥쑥 머리 똑똑 잠아 고마워!    

10 운동 냠냠 밥이 되고 약이 되는 운동

초등 교과	 	1	안전한생활	1.	나는	안전	으뜸이	·	2	안전한	생활	1.	안전은	내가	먼저	·	2-1	통합(봄2)	2.	봄이	

오면		·	2-2	통합(가을2)	2.	가을아	어디	있니	·	2-2	통합(겨울2)	2.	겨울	탐정대의	친구	찾기

01 너구링의 모험  7세~초등 1학년

동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은 너구링과 함께  

처음 마주하는 수학 문장제의 감을 잡아요.

02 떡구와 팥찌  초등 1~2학년

떡구와 팥찌, 김바삭의 일상을 살펴보고  

수학 문장제 풀이의 기초를 다져요.

03 쏙쏙이와 친구들  초등 2~3학년

여러 가전제품 친구들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 수학 문장제를 술술 푸는 훈련을 해요.

초등 교과	 3-1	국어	9.	어떤	내용일까	·	6-1	국어	5.	속담을	활용해요

공감 뿜뿜 한 컷 속담
글	전은지ㅣ그림	뿜작가ㅣ판형	165×210mmㅣ값	12,000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 속담을 재미있게 녹여 내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어요.  

속담과 관련된 상황 예시와 사자성어 등도 담아 폭넓은 학습을 도와요.

4컷으로 생각하는 수학 문장제
판형	188×257㎜ㅣ면수	1~2권 80쪽, 3권 100쪽ㅣ각	권	값	8,800원

재미있는 스토리와  
그림을 이용해 수학 문장제를  

쉽게 정복해 보자!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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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 과정에 알맞게 개발한 통합교과 정보서

참 잘했어요 사회 

하나의 사회 주제를 다양한 분야에서 

살펴보는 통합교과 정보서입니다.

재미있는 스토리와 서술형 평가에 대비하는

워크북도 함께 실었습니다.

초등교사모임의 꼼꼼한 감수로

내용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시리즈 설명

  아이스크림 추천도서

  한우리 독서토론논술 필독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 추천도서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선정  

‘초등 교과수업 연계도서’

수상내역

판형 185X242mm | 면수 116~160쪽	

각 권 값 1~10권	10,000원,	11~15권	11,000원

Editor's 
Pick

내가 매일 입는 옷의 모든 것! 

개념, 역사, 문화, 경제, 환경까지 알아봐요.

초등 교과	 	3-2	사회	1.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6-2	사회	1.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시끌벅적  

시장 한 바퀴

글	강효미 | 그림	우연이

바쁘다 바빠,  
우리 대통령

글	황근기 | 그림	홍기한

출동! 도와줘요  

공공 기관 
글	손혜령 | 그림	신동민

클릭, 세상을  
바꾸는 통신 

글	박영란 | 그림	단별

지켜 줘요 완전  
소중한 인권

글	이솔지 | 그림	황하석

01 시장 02 대통령 03 공공 기관 04 통신 05 인권

콩쥐를 지키는 법
팥쥐를 벌주는 법 
글	손혜령 | 그림	에스더

알면 보물 모르면  
고물, 지도

글	양대승 | 그림	장효원

위조지폐 사기단은  
모르는 돈의 비밀 
글	강효미 | 그림	김령언

알자! 묻자! 세상의  
모든 종교

글	이영민 | 그림	문구선

내 생일도 국경일  
하면 안 돼요?

글	윤정 | 그림	조은애

06 법 07 지도 08 돈 09 종교 10 국경일

내가 입는 옷 
글	김성호 | 그림	이수영

내가 먹는 음식
글	최설희 | 그림	뿜작가

내가 사는 집
글	신현수 | 그림	김윤정

함께 사는 동물
글	김성호 | 그림	손지희

내가 타는 차
글	이안 | 그림	박재현

11 옷 12 음식 13 집 14 동물 15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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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 과정에 알맞게 개발한 통합교과 정보서

참 잘했어요 과학 

하나의 과학 주제를 다양한 분야에서 

살펴보는 통합교과 정보서입니다.

재미있는 스토리와 서술형 평가에 대비하는

워크북도 함께 실었습니다.

서울과학교사모임의 꼼꼼한 감수로

내용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시리즈 설명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우수과학도서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가정의 달 권장도서

     한국어린이교육문화연구원  

으뜸책 선정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한우리 독서토론논술 필독도서

   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수상내역

판형 185X242mm | 면수 112~144쪽	

각 권 값 1~10권	10,000원,	11~19권	11,000원

Editor's 
Pick

초등 교과	 3-2	과학	2.	동물의	생활

4-2	사회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초등 교과	 3-1	과학	2.	물질의	성질

4	도덕	4.	힘과	마음을	모아서

초등 교과	 3-2	과학	3.	지표의	변화

4-1	과학	2.		지층과	화석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글	한영식 | 그림	최해영

범인을 찾아라! 과학수사
글	김원섭 | 그림	오승원

뼈만 남았네! 공룡과 화석 
글	함석진 | 그림	이창우

이젠 4차 산업 혁명! 로봇과 인공지능 
글	이한음 | 그림	이창섭

고수의 몸짱 비법 운동과 다이어트 
글	백은영 | 그림	이창우

과학을 타자! 놀이기구 
글	조인하, 김수주 | 그림	신동민

초등 교과	 4-1	과학	4.	물체의	무게

4-2	수학	6.	다각형

초등 교과	 4-1	과학	5.	혼합물의	분리

4-2	사회	2.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초등 교과	 4-2	과학	2.	물의	상태	변화

5-2	과학	3.	날씨와	우리	생활

초등 교과	 4-1	과학	4.	물체의	무게

6-2	과학	4.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초등 교과	 4-1	과학	1.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

요?	·	4-2	사회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초등 교과	 4-1	과학	1.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	5-1	과학	2.	온도와	열

약이야? 독이야? 화학제품 
글	김희정 | 그림	정인하

두 얼굴의 하늘 날씨와 재해 
글	신방실 | 그림	김소희

09 음식과 요리

과학을 꿀꺽! 음식과 요리 
글	백은영 | 그림	이효실

미생물은 힘이 세! 세균과 바이러스
글	김희정 | 그림	이창우

초등 교과	 		3	도덕	5.	함께	지키는	행복한	세상	

5-1	과학	5.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19 세균과 바이러스

01 반려동물 02 과학수사 03 공룡과 화석

04 놀이기구 05 화학제품 06 날씨와 재해

07 운동과 다이어트 08 로봇과 인공지능 09 음식과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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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	 3-1	과학	5.	지구의	모습

5-1	과학	3.	태양계와	별

초등 교과	 3	도덕	4.	아껴	쓰는	우리

5-2	과학	2.	생물과	환경

초등 교과	 4-2	과학	5.	물의	여행

5-2	과학	5.	산과	염기

외계인의 태양계 보고서 우주와 별 
글	신광복 | 그림	우지현

나 좀 살려 줘! 환경과 쓰레기 
글	허정림 | 그림	뿜작가

시큼시큼 미끌미끌 산과 염기 
글	김희정 | 그림	윤태규

가슴이 콩닥콩닥 성과 사춘기 
글	이안 | 그림	서지현

세상에서 가장 착한 초록 반려식물 
글	한영식 | 그림	정인하

시원해! 상쾌해! 화장실과 똥 
글	이안 | 그림	이경석

초등 교과	 3	도덕	5.	함께	지키는	행복한	

세상	·	6-2	과학	4.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초등 교과	 3-1	과학	5.	지구의	모습

4-2	과학	4.	화산과	지진

초등 교과	 3-2	과학	5.	소리의	성질

4-2	사회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초등 교과	 4-1	과학	3.	식물의	한살이

4-2	과학	1.	식물의	생활

초등 교과	 5-1	사회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

회	·	6-2	과학	4.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초등 교과	 3-2	과학	4.	물질의	상태

5-2	과학	3.	날씨와	우리	생활

대비해! 대피해! 지진과 안전 
글	신방실 | 그림	김진희

이게 무슨 소리?! 음악과 소음 
글	최원석 | 그림	허현경

눈이 따끔, 숨이 탁! 미세먼지 
글	신방실 | 그림	이경석

사회를 처음 배우는 초등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위인전 시리즈

우리 고장 위인 찾기 

우리 고장의 위인, 문화유산, 옛이야기 등을 통해

역사·지리 지식을 쌓도록 돕는 책입니다.

초등학교 사회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시리즈 설명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선정  

‘초등 교과수업 연계도서’

수상내역

글 강로사,	김은빈	외 | 그림 김도연,	조윤주	외

판형 200X255mm | 면수 104~164쪽 | 각 권 값 서울	12,000원,	그	외	11,000원

01  알려 줘 경상남도 위인! 
02  알려 줘 경상북도 위인! 
03  알려 줘 부산 위인!
04  알려 줘 대구·울산 위인! 
05  알려 줘 전라남도 위인! 

06  알려 줘 전라북도 위인!
07  알려 줘 광주 위인! 
08  알려 줘 충청남도 위인! 
09  알려 줘 충청북도 위인!
10  알려 줘 대전·세종 위인! 

11  알려 줘 서울 위인! 
12  알려 줘 경기도 위인!
13  알려 줘 인천 위인! 
14  알려 줘 강원도 위인! 
15  알려 줘 제주 위인!

초등 교과	 3-1	사회	1.	우리	고장의	모습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	4-1	사회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10 우주와 별 11 환경과 쓰레기 12 산과 염기

13 화장실과 똥 14 지진과 안전 15 음악과 소음

16 반려식물 17 성과 사춘기 18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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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고 넓은 생각의 힘을 길러 주는 초등 중~고학년 읽기책

아르볼 생각나무 

초등 중학년 이상을 위한 읽기책 시리즈입니다.

다양한 분야와 창의적인 소재의 이야기를 담아 

더 깊고 넓은 생각으로 이끌어 주는 생각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시리즈 설명

   한국어린이교육문화연구원  

으뜸책 선정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선정 

‘초등 교과수업 연계도서’

  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수상내역

판형 185X240mm | 면수 104~144쪽	

각 권 값 12,000원

Editor's 
Pick

유튜브 아무나 하나? YES!

아무나 ‘성공’하나? NO!
서연이의 좌충우돌 유튜브 도전기! 

독립운동

약

유튜브

가족 다양성

노동

페미니즘 동물권 북한

초등 교과	 4-1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5-2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초등 교과	 4-1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5-2	국어	5.	여러	가지	매체	자료

초등 교과	 5-1	사회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6-1	국어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1919 
3·1운동과 임시 정부 이야기 

글	김은빈 | 그림	윤정미

얼렁뚱땅 크리에이터 
유튜브 나도 해 볼까? 

글	최형미 | 그림	지영이

어쨌든 폼 나게
글	최은영 | 그림	백두리

초등 교과	 4-1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4-2	사회	4.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초등 교과	 3	도덕	6.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4-1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초등 교과	 4-1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6	도덕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우리 할머니는 페미니스트
글	이향 | 그림	김윤정

우당탕 201호의 비밀 
햄스터 100마리 구출 대작전! 

글	강로사 | 그림	지우

북한 친구를 추가하겠습니까?
글	강미진 | 그림	김민준

초등 교과	 4-2	국어	8.	생각하며	읽어요

6-2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

초등 교과	 3-2	사회	3.	가족의	형태와	역할	변화

5-1	국어	2.	작품을	감상해요

좋은 약? 나쁜 약? 내게 맞는 약 
글	최형미 | 그림	이은주

우리 동네 별별 가족 
글	최은영 | 그림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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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	 3-2	과학	5.	소리의	성질	·	5,6	음악	3.	음악이	가득한	세상,	8.	음악으로	꿈꾸는	내일

상식에서 잡학까지 유쾌한 음악 사전 맛있는 쇼팽 향긋한 베토벤 
글	주잔나 키시엘레프스카ㅣ그림	예쥐 그루홋, 보이치에흐 코스 | 값	15,000원

창의적인 질문과 놀라운 대답을 읽으며 예술, 과학, 역사, 심리 현상을 넘나드는 음악

의 세계로 떠나요. 깔끔하게 도식화된 정보와 시원한 그림, 재미있는 해설이 함께하는 

쉬운 음악책입니다.

초등 교과	 5,6	음악	3.	음악이	가득한	세상,	8.	음악으로	꿈꾸는	내일

흐름이 보이는 명화 이야기 세상에서 젤 유명한 그림 
글·그림	믹 매닝, 브리타 그랜스트룀 | 값	14,000원

17,500년 전의 라스코 동굴 벽화부터 20세기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현대 미술까지의 

그림들을 담고 있어요. 미술의 역사로 불릴 만한 39점의 그림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미술의 흐름이 한눈에 보일 거예요.

역사 속 슈퍼스타 / 과학 속 슈퍼스타
글	R. G. 그랜트ㅣ그림	바셔ㅣ각	권	값	10,000원

초등 교과	 6-2	사회	1.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5-1	과학	3.	태양계와	별	·	6-1	과학	2.	지구와	달의	운동,	4.	식물의	구조와	기능

6-2	과학	4.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사를 만든 역사 속 슈퍼스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해낸 과학 속 슈퍼스타들의 삶을 일러스트와 함께 만나요.

교과 학습의 배경지식을 넓혀 주는 어린이 교양서

아르볼 지식나무 

교과 학습의 배경지식을 넓혀 주는

어린이 교양서 시리즈입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통해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봐요.

시리즈 설명

  아침독서 추천도서

  아이스크림 추천도서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선정 ‘초등 교과수업 연계도서’

  IBBY(국제아동도서협의회) 아너상

수상내역

교과서의 개념을 잡도록 돕는 동화책 시리즈

지식동화 

교과서를 바탕으로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예술 등의 영역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개념을 잡고 공부에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리즈 설명

  세종도서 교양부문 · 문학나눔 선정도서

  전국 독서올림피아드 필독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한우리가 선정한 좋은 책

  중국 저작권 수출

수상내역

글 이영민,	강현녀	외 | 그림 박재현,	허현경	외		

판형 190X240mm	| 면수 128~168쪽	| 각 권 값 8,800~10,000원

01 수학 왜 0등은 없을까? 

03 식물	 왜 양파를 까면 눈물이 날까?

05 문화재 역사가 열리는 문화재 나무

07 정치				 나라의 주인은 바로 나  

09 미술		 그림 따라 떠나는 우리 미술 여행 

02 동물 루돌프는 왜 딸기코가 됐을까? 

04 인체 집 나간 코딱지를 찾습니다    

06 민속 이런 귀신 들어 봤어?    

08 지리 대륙이 꿈틀 바다가 빙그르르  

10 국어 우리말도 못 알아듣는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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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창의력	 우적우적, 쇠붙이 먹는 괴물  02 용기	 버림받은 공주, 아버지를 살리다  
03 지혜		 어험! 내가 최고 어른이니라!  04 리더십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영웅이 나가신다!

05 인성		 어흥! 호랑이 등에 탄 의원 

01  지리랑 손잡고 문화랑 발맞춘 아시아 신화 02  지리랑 손잡고 문화랑 발맞춘 유럽 신화 
03  지리랑 손잡고 문화랑 발맞춘 아프리카 신화 04  지리랑 손잡고 문화랑 발맞춘 아메리카 신화

글 신현배,	강민경 | 그림 이연주,	하효정	외

판형 170X235mm | 면수	128~144쪽

각 권 값 10,000원

판형 170X235mm | 면수	128~176쪽

각 권 값 10,000원

초등 교과	 4-2	사회	2.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초등 교과	 6-1		사회	2.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초등 교과	 5-2	사회	2.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현대 직업의 원조 

옛날 직업 납시오! 
글	김민령 | 그림	곽진영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글	이완배 | 그림	박정원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플러스

글	이완배 | 그림	박순구

초등 교과	 5-2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	6-1	사회	1.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외계인 알자무짜의 한국사 사건 파일
01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02  조선부터 6·25 전쟁까지
글	박수미 | 그림	김민정

초등 교과	 5-2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	6-2	사회	1.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세계사 사건 파일
01  인류의 탄생부터 잔 다르크까지

02  인쇄술의 혁명부터 9·11 테러까지
글	1권 신정현, 2권 서지원 | 그림	이동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옛이야기와 여러 나라의 신화를 만나는 시간

돌콩 옛이야기 & 세계 신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 지식과 정보를 담은 어린이 교양서

돌콩 사회 똑똑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서울시교육청 이달의 사서추천도서

  교보문고 키위맘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수상내역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추천도서

  서울시교육청 이달의 사서추천도서

  북토큰 선정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수상내역

옛이야기

세계 신화

초등 교과	 4-2	국어	4.	이야기	속	세상,	8.	생각하며	읽어요

초등 교과	 4-2	국어	4.	이야기	속	세상	·	6-2	사회	1.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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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	 5-2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 쓴 똑소리 나는 맞춤 한국사

한국사를 이끈 리더 
글 초등역사교사모임 | 그림 이진우,	양은정	외	

판형 188X247mm | 면수 144~160쪽 

각 권 값 10,000원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추천도서

  아이스크림 추천도서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선정  

‘초등 교과수업 연계도서’

수상내역

01   시작되는 우리 역사 		
단군, 주몽, 온조, 박혁거세, 김수로

02   삼국의 발전과 경쟁		
광개토 대왕, 연개소문, 근초고왕, 계백, 이차돈, 진흥왕

03   통일 신라와 후삼국 		
김유신, 원효, 장보고, 견훤, 궁예, 대조영

04  �고려의 성립과 발전  		
왕건, 광종, 최승로, 강감찬, 윤관, 김부식

05   고려의 변화와 위기		
최충헌, 공민왕, 최영, 최무선, 정몽주

06   조선의 건국과 발전		
태조, 정도전, 세종, 장영실, 세조, 성종

07   임진왜란과 조선의 변화 		
조광조, 이이, 이순신, 곽재우, 광해군, 허균

08    다시 일어서는 조선 		
효종, 영조, 정조, 정약용, 홍경래, 김대건

09   개화의 움직임과 대한 제국 		
흥선 대원군, 김옥균, 유길준, 전봉준, 최익현, 고종

10   일제의 침략과 독립운동 		
홍범도, 안중근, 방정환, 한용운, 안창호, 김구

● 물음표로 따라가는 인문고전             

●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 플러스 

● 아르볼 N클래식

청소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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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	 6-2	국어	5.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중등 교과	 	1-1	국어	3.	문학에서	길	찾기

초등 교과	 	6-1	국어	8.	인물의	삶을	찾아서중

중등 교과	 1-1	국어	5.	갈등,	함께	풀어	보아요

초등 교과	 	6-2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중

중등 교과	 3-1	국어	1.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

초등 교과	 	6-2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중

중등 교과	 3-1	국어	1.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

초등 교과	 	6-2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중

중등 교과	 	1-1	국어	3.	문학에서	길	찾기

초등 교과	 	6-2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중

중등 교과	 	3-1	국어	1.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

초등 교과	 	6-2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중

중등 교과	 	1-1	국어	3.	문학에서	길	찾기

초등 교과	 	6-2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중

중등 교과	 	1-1	국어	3.	문학에서	길	찾기

초등 교과	 6-2	국어	5.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중등 교과	 	1-1	국어	3.	문학에서	길	찾기

왜 흥부는 일해도 가난할까?
글	최성수 | 그림	이철민

왜 금지된 사랑에 빠질까? 
글	임치균 | 그림	김유경

공부만 한다고 돈이 나올까? 
글	고영 | 그림	정은희

부모를 위해 나를 버린다고? 
글	문재용 | 그림	김호랑

시키는 대로 한다고 충신일까?
글	박진형 | 그림	홍지혜

조선에 판타지 소설이 있었다고?
글	임치균 | 그림	이용규

욕망, 독일까? 득일까? 
글	박진형  | 그림	토끼도둑

폭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글	장주식 | 그림	영민

차별 없는 세상은 없을까? 
글	김진호 | 그림	허구

물음표로 생각의 크기를 키우고, 고전으로 인문학을 배우는 시리즈

물음표로 따라가는 인문고전 

청소년이 우리 고전을 통해 배경지식을 익히고,

인문학적 사고를 넓힐 수 있게 기획하였습니다.

고전을 넓고 깊게 알아 가며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 줍니다.

시리즈 설명

   올해의 청소년교양도서

    북토큰 선정도서

    한국어린이교육문화연구원  

으뜸책 선정도서

    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 신학기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추천도서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선정 

‘초등 교과수업 연계도서’

수상내역

판형 165X210mm | 면수 128~240쪽	

각 권 값 11,000~13,500원

Editor's 
Pick

결국 예뻐야 하는 걸까?

초등 교과	 	6-2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

중등 교과	 	1-1	국어	3.	문학에서	길	찾기

01 박씨전

글	박진형  | 그림	이현주

02 흥부전 03 운영전 04 허생전

05 심청전 06 토끼전 07 홍길동전

08 금오신화 09 구운몽 10 춘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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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	 6-2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

중등 교과	 	1-1	국어	3.	문학에서	길	찾기

초등 교과	 	6-2	국어	5.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중

중등 교과	 2-1	국어	3.	생활	속의	책	읽기

초등 교과	 	6-1	국어	8.	인물의	삶을	찾아서중

중등 교과	 1-1	국어	3.	문학에서	길	찾기

초등 교과	 	6-1	국어	8.	인물의	삶을	찾아서중

중등 교과	 2-1	국어	3.	생활	속의	책	읽기

초등 교과	 	6-1	국어	8.	인물의	삶을	찾아서중

중등 교과	 	2-1	국어	3.	생활	속의	책	읽기

초등 교과	 		6-1	국어	8.	인물의	삶을	찾아서중

중등 교과	 	3-1	국어	1.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

초등 교과	 	6-1	국어	8.	인물의	삶을	찾아서중

중등 교과	 3-1	국어	1.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

초등 교과	 	6-1	국어	8.	인물의	삶을	찾아서중

중등 교과	 1-1	국어	3.	문학에서	길	찾기

초등 교과	 6-1	국어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중등 교과	 3-1	국어	1.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

우리가 정말 가족일까? 
글	강영준 | 그림	홍지혜

전쟁터에도 희망은 있을까?
글	박진형 | 그림	토끼도둑

왜 무능한 남편을 버리지 못할까? 
글	장주식 | 그림	이은주

왜 남자로 살고 싶었을까?
글	박진형 | 그림	순미

누가 사도 세자를 죽였는가?
글	강영준 | 그림	신경란

역사를 배워서 어디에 쓸까?
글	최성수 | 그림	이용규

운명은 바꿀 수 있을까? 
글	박진형  | 그림	홍지혜

여자의 적은 여자인가?
글	강영준 | 그림	박미화

힘이 있으면 영웅인가? 
글	박진형 | 그림	정은희

11 장화홍련전 12 최척전 13 이춘풍전

14 홍계월전 15 한중록 16 전우치전

17 삼국유사 18 바리데기 19 사씨남정기

판형 170X235mm | 각 권 값 10,000원

면수	경제학	수첩	136쪽,	경제학	수첩	플러스	160쪽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경제 지식과 정보를 담은 경제학 도서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플러스 

10대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 교양서로,

〈중학 독서평설〉에 인기리에 연재되어

검증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쾌한 에피소드, 경제와 관련된 기사 등을 통해

경제학을 재미있고 쉽게 익힙니다.

시리즈 설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추천도서

    북토큰 선정도서

    한우리 독서토론논술 필독도서

    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아침독서 추천도서

    아이스크림 추천도서

수상내역

초등 교과	 6-1	사회	2.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중등 교과	 사회	②	3.	경제생활과	선택,	4.	시장	경제와	가격

초등 교과	 6-1	사회	2.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중등 교과	 사회	②	5.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	9.	글로벌	경제	활동과	지역	변화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글	이완배 | 그림	박정원

10대를 위한 경제학 수첩 플러스
글	이완배 | 그림	박순구

똘똘이와 엉뚱이가 생활 속에서 겪는 사소한 일들이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며 경제학의 기초를 다집니다.

경제학의 기초를 배운 청소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경제 교양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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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이끌 명작과 새롭게 태어난 고전 문학을 모은 시리즈

아르볼 N클래식 

환상적인 일러스트와 충실한 내용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며

감동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시리즈 설명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아이스크림 추천도서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선정 

 ‘초등 교과수업 연계도서’

   오픈키드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선정도서

수상내역

Editor's 
Pick

책장 뒤 비밀 공간에서
안네의 일기

초등 교과	 	5-1	국어	2.	작품을	감상해요

중등 교과	 1-1	국어	3.	문학에서	길	찾기

초등 교과	 	5-1	국어	2.	작품을	감상해요

중등 교과	 1-1	국어	3.	문학에서	길	찾기

초등 교과	 	5-1	국어	2.	작품을	감상해요

중등 교과	 1-1	국어	5.	갈등,	함께	풀어	보아요

초등 교과	 	6-2	국어	8.	작품으로	경험하기

중등 교과	 2-1	국어	3.	생활	속의	책	읽기

초등 교과	 5-1	국어	2.	작품을	감상해요

중등 교과	 1-1	국어	3.	문학에서	길	찾기

글	안네 프랑크  | 그림	유보라  | 옮김	고정아  | 값	15,000원

한 편의 성장 소설 같은 안네의 일기를 성장, 사랑, 꿈 등 주제

를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피터 팬
글	제임스 매튜 배리
그림	캉탱 그레방

옮김	이정주 | 값	12,000원

마르코 폴로의 아름다운 여행
글	안케 되르차프

그림	클라우디아 리브
옮김	김희상 | 값	12,000원

피터 팬, 팅커 벨과 함께하는 환상의 

섬 네버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실크 로드를 건너 중국에 간 800여 년 

전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요.

오스카 와일드의 숨겨진 명작
캔터빌의 유령

글	오스카 와일드
그림	바르바라 브룅

옮김	최정수 | 값	12,000원

에드거 앨런 포
일곱 개의 기이한 이야기

글	에드거 앨런 포 
그림	데이비드 가르시아 포레스

옮김	천미나 | 값	12,000원

유령과 오티스 가족의 실랑이로 조용

할 날 없는 캔터빌 저택을 만나 봐요.

에드거 앨런 포가 만든 공포와 환상, 

절망이 공존하는 세계로 초대합니다.

초등 교과	 	6-2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

중등 교과	 1-1	국어	5.	갈등,	함께	풀어	보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그림	시몽 모로
옮김	최정수 | 값	12,800원

인간의 빛과 어둠을 파헤친 걸작을 환

상적인 그림과 함께 만나요.

초등 교과	 	6-1	국어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중등 교과	 3-1	국어	1.	문학을	통한	소통과	공감			

바다는 우리의  
하늘이었다
글	패트릭 네스   
그림	로비나 카이

옮김	김지연 | 값	15,000원

〈모비 딕〉을 고래의 관점으로 재해석

해 전쟁과 악의 보편성을 다룹니다.



청

소

도

년

서

청
소
년 

도
서

50 51

01 세라피나와 검은 망토 02 세라피나와 뒤틀린 지팡이 03 세라피나와 조각난 심장

초등 교과	 	6-1	국어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중등 교과	 1-1	국어	3.	문학에서	길	찾기

초등 교과	 	5-1	국어	2.	작품을	감상해요

중등 교과	 2-1	국어	3.	생활	속의	책	읽기

초등 교과	 	6-2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

중등 교과	 1-1	국어	5.	갈등,	함께	풀어	보아요

초등 교과	 5-1	국어	2.	작품을	감상해요

중등 교과	 1-1	국어	3.	문학에서	길	찾기

초등 교과	 	3-1	국어	10.	문학의	향기

5-1	국어	2.	작품을	감상해요

영웅, 왕자 그리고 기사 
다 알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

글·그림	조제프 베르노
옮김	최정수 | 값	15,000원

마녀, 요정 그리고 공주 
다 알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

글·그림	조제프 베르노
옮김	이정주 | 값	15,000원

롤랑, 베어울프, 아이반호, 아서왕 등의 

무용담을 통해 명예와 용기를 배워요.

능동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한 마녀, 

요정, 공주들의 이야기를 들어 봐요.

동화 속 주인공들이 전하는 우정, 용

기, 희망의 메시지를 만나 봐요.

빌트모어에 숨어 사는 열두 살 소녀 세

라피나와 의문의 검은 망토 사나이의 

숨 막히는 대결!

사라진 줄 알았던 어둠의 존재. 그러나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 적이 빌트모어

를 덮치는데…….

오랜 적의 부활일까, 새로운 적의 등장

일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카르메시나
잃어버린 색깔의 도시

글	실비아 곤잘레스 기라도 
그림	데이비드 가르시아 포레스 외

옮김	이소영 | 값	12,000원

북유럽 신화
신들의 모험, 사랑 그리고 전쟁

글	이수현 l 그림	정인
값	15,000원

카르메시나
잃어버린 색깔을 찾아서

글	실비아 곤잘레스 기라도 
그림	데이비드 가르시아 포레스 외

옮김	이소영 | 값	12,800원

우리에게 익숙한 오딘, 토르, 로키를 

통해 북유럽 신화를 만나 봐요.

잃어버린 색깔과 영감을 찾아 떠나는 

환상적인 여행에 초대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카르메시나

글 로버트	비티 | 옮김 김지연 | 각 권 값 14,000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최고의 미스터리 판타지

세라피나 시리즈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한국학교사서협회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수상내역

뉴욕타임스 60주 연속 베스트셀러!

아마존·반스앤노블 최고의 책!

해리포터와 신데렐라를 닮은,  

그러나 더 매력적인 주인공의 탄생!

시리즈 설명

04 세라피나와 일곱 개의 별
평온해진 빌트모어에 또 다른 어둠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최신작!
초등 교과	 	5-1	국어	2.	작품을	감상해요	·	6-2	국어	1.	작품	속	인물과	나

중등 교과	 1-1	국어	5.	갈등,	함께	풀어	보아요	·	1-2	국어	1.	별,	하늘,	사람

초등 교과	 	5-1	국어	2.	작품을	감상해요

중등 교과	 1-1	국어	3.	문학에서	길	찾기

유럽의 민담과 기발한 상상력이 어우

러진 특별한 기담을 만나 봐요.

슬리피 할로우 
워싱턴 어빙의 기이한 이야기

글	워싱턴 어빙 l 그림 달상
옮김	천미나 | 값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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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구입처명 전화번호

서울

교보문고

강남점 1544-1900

광화문점 1544-1900

잠실점 1544-1900

합정점 1544-1900

목동점 02-2062-8801

영등포점 02-2678-3501

영풍문고

김포공항점 02-6116-5545

홍대점 02-2250-7733

미아점 02-2117-2880

여의도점 02-6137-5254

종로본점 02-399-5600

청량리점 02-3707-1860

코엑스점 02-6002-2718

종로구 대승서점 02-2277-0656

중랑구 양지출판유통 02-496-5107

강서구 책이랑 02-2677-6200

서대문구  한솔 02-307-9377

인천 
경기

인천
교보문고 인천점 032-455-1000

영풍문고 인천점 032-422-5900

부천 교보문고 부천점 032-663-3501

안양 교보문고 안양점 031-466-3501

안산 태양 031-407-6368

파주

북센 031-955-6777

북스북스 031-942-0420

책고르기 070-8685-7504

북플러스 070-4726-2901

성남

영풍문고 

분당점
031-712-6142

교보문고 

분당점
031-776-8001

수원
영풍문고 

수원점
031-267-5555

일산

교보문고 일산점 031-1544-1900

어린소나무 02-776-2631

도서유통 서당 031-975-1100

의정부
영풍문고 

의정부점
031-8082-0743

용인 영풍문고 죽전점 031-898-1293

평촌 영풍문고 평촌점 031-8086-9692

소재지 구입처명 전화번호

충청

대전

교보문고 대전점 1544-1900

영풍문고 대전점 042-623-4914

영풍문고 세종점 044-867-0358

나래서적 042-583-5603

천안
교보문고 천안점 041-558-3501

영풍문고 천안점 041-412-9710

청주
가람도서 043-231-4940

영풍문고 청주점 043-716-0002

전라
광주

영풍문고 광주점 062-364-0210

도서총판 성지 062-674-5148

목포 영풍문고 목포점 061-273-9555

전주 대원도서 063-236-5560

경상

부산

부산 북부서적 051-326-6830

교보문고 부산점 051-806-3501

교보문고 

해운대점
051-1544-1900

영풍문고 광복점 051-678-4100

영풍문고 

부산NC점
051-590-8300

남포문고 051-245-8911

영광도서 051-816-9500

대구

교보문고 대구점 053-425-3501

영풍문고 대구점 053-428-6700

영풍문고 

대구 대백점
053-431-0883

대구 성지서적 053-426-0822

울산
교보문고 울산점 1544-1900

영풍문고 울산점 052-228-1051

마산 
영풍문고 

마산점
055-240-5690

경산 
영풍문고 

경산점
053-815-0451

포항 
영풍문고 

포항점
054-274-2791

창원
교보문고

창원점
1544-1900

아르볼 / 북트리거 구입처 안내

책을 뒤집어 보세요. 

반대편부터 〈북트리거 도서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