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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인이 사랑한 인기도서는?

가을 하늘
진호섭

순위

책제목

지은이

파아란

1위

보리 어린이 동물도감

남상호

잉크물

2위

음식, 잘 먹는 법

윤은주

쏟아놓고

3위

페인트

이희영

4위

재미있는 수수께끼 천국

와이앤엠

5위

구멍을 주웠어

켈리 캔비

하루종일

6위

Who? special 손흥민

강진희

해님

7위

월화수토토토일

신채연

혼자

8위

비빔툰2

홍승우

9위

떴다! 바보 동아리

케이트 제이멧

10위

체리새우

황영미

아기 구름 겁이 나
도망가면

빙그레 웃으며
깨끗하게 닦아 논
거울.

9월~10월 대출도서기준

파랗게 말려 논
가을 하늘.

!! 알립니다 !!
우리학교 신간도서가
11월 4일 새롭게 올 예정입니다.
총 249권의 책이 들어오니

온라인 무료 컨텐츠 소개

국립중앙도서관 전시컬렉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 전시행사를 온라인 전시
관으로 구축하여 제공합니다.
<작가의 문>, <고문헌 특별전시 “옛책 속의 그림
이야기”>, <한국동화100년-으랏차차 우리동화!>,
<광고, 상상을 현실로>, <시대의 창을 열다> 등 다
양하고 폭넓은 주제의 전시를 전시관 사진 속 화살
표를 따라 만나보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서목록은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이용방법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디지털컬렉션전시컬렉션(온라인전시) 클릭!

우리학교 도서관에 책은 몇 권 있을까요?

비도서 제외 / 10.1 기준

행복한 책 읽기
꽝 없는 뽑기 기계
곽유진|비룡소|2020
어느 날 학교 앞 문구점에서 꽝 없
는 뽑기 기계를 발견할 희수는 망설
임 끝에 동전을 넣는다.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가로세로 독서퍼즐
그림형제를 아시나요? 전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
이 읽힌다는 그림형제의 동화는 대분분 주변 사람들이 들
려주는 이야기를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해요. 이야기 하나하
나 마다 모험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서 읽을 때마다 새롭
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요.
아래 퍼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림형제의 동화를 바
탕과 약간의 상식으로 만들어진 퍼즐입니다. 살짝 난이도
가 있어요,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1

3㉡

이게 정말 마음일까?
요시타케 신스케|주니어김영사|2020
누군가가 미워지거나 내 마음이 힘

2㉠

4㉢

5

들 때, 유쾌한 생각과 귀여운 그림들
로 나를 위로해주는 책이에요.
6

㉤

얼음아이
박선희|씨드북|2020
집에서는 씩씩하게 잘 얘기하는 송

㉣

㉥

7

이는 친구들 앞에서는 말하는게 쉽
지 않아요. 송이가 친구들과 진짜 나
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소원떡집
김리리|비룡소|2020
아이들을 위한 떡집을 차린 삼신 할
머니의 마음과 꼬랑쥐의 간절한 소
원이 맞닿으며 따뜻한 메시지가 느
껴지는 책이에요. ‘만복이네 떡집’
시리즈를 잇는 책이랍니다.

고래가 삼킨 플라스틱
김남길|풀과 바람|2020
플라스틱은 해양과 수로를 오염시키
고 해양 동물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
아니라 인류도 위협하고 있어요. 플
라스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생각
해 봅시다.

복서
하산 무사비|고래뱃속|2020
많은 것들을 부수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복서가 무엇이든 주먹으
로 파괴하자 그를 점점 좋아하지 않
게 되요. 힘을 가진 주인공이 자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과정을 담은 책이에요.

출처|다독다독 독서퍼즐 일부 발췌

____가로열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열두형제>에서 열두 마리의 까마귀가 된 오빠를 구하기 위
해 공주는 ○년을 벙어리로 지내야 했다.
2 사람이 겨우 들어가 살 정도로 작게 지은 막. 또는 작고 초
라한 집.
3 <라푼젤>은 탑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
로 사용했다.
4 그림형제 작품 중 <빨간 ○○>와 <브레멘 음악대>는 너무
나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5 <헨젤과 그레텔>에서 계모는 남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
도록 ○ 한 조각만 주고 숲으로 데려가요.
6 <일곱 마리 아기 염소>는 늑대에게 잡아먹히는데 막내 염소
는 ○○○에 숨어 살아났다.
7 운동이나 경기에서 서로 재주를 부려 승부를 겨루는 일.
____세로열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영리한 꼬마 재봉사>에서 재봉사가 새끼를 살려준 엄마
○○는 물속에서 황금 왕관을 찾아준다.
㉡ <열두명의 사냥꾼>에서 꼭꼭 숨겨진 비밀을 척척 알아내는
신기한 동물
㉢ 아빠와 아들은 부자지간이에요, 엄마와 딸은 무엇일까요?
㉣ <백설공주>에서 왕비는 공주를 샘하고 미워했어요. 질투심
또는 ○○심.
㉤ <열두형제>에서 열두 오빠를 구하러 떠난 공주가 오빠들이
있는 마법의 정원에서 ○○을 꺾자 오빠들은 모두 까마귀로
변해버린다.
㉥ <양치기 소년>,<개구리왕자>,<헨젤과 그레텔> 등의 동화
작가. ○○형제
위 퍼즐을 풀어오는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 11. 3(화) ~ 11.6(금)
✰선착순 10명 한정

장평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