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운담초등학교 신간 및 희망 도서 구입 예정 목록(1차)
연번 도서명 저자 발행처

1 [세트] 기억 1~2 - 전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전미연 옮김 열린책들

2 3그램 수신지 지음 미메시스

3 3초 다이빙 정진호 지음 스콜라(위즈덤 하우스)

4 Why? 세균과 바이러스 김정욱 지음, 김강호 그림, 고관수 감수 예림당

5 건방이의 초강력 수련기 1 천효정 지음 비룡소

6 고구려 1 김진명 지음 새움

7 고구려 2 김진명 지음 새움

8 고구려 3 김진명 지음 새움

9 고구려 4 김진명 지음 새움

10 고구려 5 김진명 지음 새움

11 고구려 6 김진명 지음 새움

12 고무줄은 내 거야 요시타케 신스케 지음, 유문조 옮김 위즈덤하우스

13 고양이 해결사 깜냥 1 홍민정 지음, 김재희 그림 창비

14 곰탕 1 김영탁 지음 arte(아르테)

15 곰탕 2 김영탁 지음 arte(아르테)

16 교사교육 개혁의 그랜드 디자인 사토 마나부 지음, 손우정 옮김 에듀니티

17 교사의 도전 사토 마나부 지음, 손우정 옮김 우리교육

18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 존 카우치.제이슨 타운 지음, 김영선 옮김 어크로스

19 구글 클래스룸 수업 레시피 박정철 외 지음 프리렉

20 그림책, 교사의 삶으로 다가오다 김준호 지음 교육과실천

21 꽝 없는 뽑기 기계 곽유진 지음, 차상미 그림 비룡소

22 나는 안중근이다 김향금 지음, 오승민 그림 위즈덤하우스

23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 마스다 미리 지음, 박정임 옮김 이봄



24 내 이름은 직지 이규희 지음, 김주경 그림 밝은미래

25 내 입은 펑 터지는 화산인가 봐! 줄리아 쿡 기음, 캐리 하트만, 그림, 
노은정 옮김 스콜라(위즈덤 하우스)

26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전승환 지음 다산초당(다산북스)

27 내겐 너무 무거운 노에미 볼라 지음, 홍한결 옮김 단추

28 냠냠 한식이야기 2 문은주.곽기혁 지음 스튜디오 돌곶이

29 너도 방귀 뀌니? 닉 카루소.다니 라바이오티 지음, 알렉스 G. 
그리피스 그림, 이혜선 옮김 나무야

30 늑대들 에밀리 그래빗 지음, 이상희 옮김 비룡소

31 다니엘이 시를 만난 날 미카 아처 지음, 이상희 옮김 비룡소

32 다른 나라 아이들은 무슨 놀이를 
할까?

니콜라 베르거 지음, 이나 보름스 그림, 윤혜
정 옮김 초록개구리

33 단톡방 귀신 제성은 지음, 지우 그림 마주별

35 동네에서 제일 못된 아이 단지 아키코 지음, 유문조 옮김 위즈덤하우스

36 떨어질까 봐 무서워 댄 샌탯 지음, 김영선 옮김 위즈덤하우스

37 말이 칼이 될 때 홍성수 지음 어크로스

38 머리하는 날 김도아 지음 사계절

39 명화로 보는 단테의 신곡 단테 알리기에리 지음, 이선종 엮음 미래타임즈

40 모두 나를 좋아해 로리 알렉산더 지음, 
오렐리 블라르-깽따르, 이승숙 옮김 위즈덤하우스

41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천미진 지음, 강은옥 그림 키즈엠

42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 김진명 지음 새움

43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2 김진명 지음 새움

44 무명천 할머니 정란희 지음, 양상용 그림 위즈덤하우스

45 물이 되는 꿈 수루시드 폴 지음, 이수지 그림 청러람아이(청어람미디
어)

46 미생물 다미앙 라베둔트 외 지음, 장석훈 옮김, 
세드릭 유바 외 감수 보림

47 배움의 발견 타라 웨스트오버 지음, 김희정 옮김 열린책들

48 뱀파이어 소녀 아멜리아 팽 : 오싹 
무도회에서 생긴 일 로라 엘렌 앤더슨 지음, 유수아 옮김 아이세움

49 부자의 말센스 김주하 지음 위즈덤하우스

50 브로콜리 아니고 브라클리 전은지 지음, 이갑규 그림 한겨레아이들



51 빨강이들 조혜란 지음 사계절

52 사토 마나부, 학교개혁을 말하다 사토 마나부 지음, 손우정.신지원 옮김 에듀니티

53 살아 있다는 건 다니카와 슌타로 지음, 
오카모토 요시로 그림, 권남희 옮김 비룡소

54 새 친구 사귀는 법 다카이 요시카즈 지음, 김숙 옮김 북뱅크

55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 매투 코델 지음 비룡소

56 소원 떡집 김리리 지음, 이승현 그림 비룡소

57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사토 마나부 지음, 손우정 옮김 에듀니티

58 슈퍼 최강 동물왕 하루가제 산타 만화, 사사키 마사타카 원작 서울문화사

59 시작합니다, 비폭력대화 마리안느 두브레르 지음, 주형원 옮김 북로그컴퍼니

60 쌍갑포차 1 배혜수 지음 설림

61 쌍갑포차 10 배혜수 지음 설림

62 쌍갑포차 11 배혜수 지음 설림

63 쌍갑포차 12 배혜수 지음 설림

64 쌍갑포차 13 배혜수 지음 설림

65 쌍갑포차 14 배혜수 지음 설림

66 쌍갑포차 2 배혜수 지음 설림

67 쌍갑포차 3 배혜수 지음 설림

68 쌍갑포차 4 배혜수 지음 설림

69 쌍갑포차 5 배혜수 지음 설림

70 쌍갑포차 6 배혜수 지음 설림

71 쌍갑포차 7 배혜수 지음 설림

72 쌍갑포차 8 배혜수 지음 설림

73 쌍갑포차 9 배혜수 지음 설림

74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백철 그림, 김진명 원작 새움

75 아주아주 멋진 하얀 공주 차영경 지음 위즈덤하우스

76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김수현 지음 놀(다산북스)



77 어린이를 위한 미래 과학, 빅데이
터 이야기 천윤정 지음, 박선하 그림 팜파스

78 엉뚱한 질문으로 배우는 인체의 수
수께끼

토머스 카나반 지음, 루크 세갱 머기 그림, 
문주선 옮김 북멘토(도서출판)

81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 보도 섀퍼 지음, 김준광 옮김, 원유미 그림 을파소

82 오래 준비해온 대답 김영하 지음 복복서가

83 오월의 달리기 (리커버) 김해원 지음, 홍정선 그림, 
전국초등사회교과 모임 감수 푸른숲주니어

84 우리 책 직지의 소원 최은영 지음, 심수근 그림 개암나무

85 우리 할아버지는 열다섯 살 소년병
입니다 박혜선 지음, 장준영 그림 위즈덤하우스

86 우리가 뭐 어때서?! 페드로 마냐스 로메로 지음, 하비에르 
바스케스 로메로 그림, 김지애 옮김 라임

87 우주로 간 김땅콩 윤지회 지음 사계절

88 이게 정말 마음일까? 요시타케 신스케 지음, 양지연 옮김 주니어김영사

89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5 히로시마 레이코 지음, 쟈쟈 그림, 
김정화 옮김 길벗스쿨

90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6 히로시마 레이코 지음, 쟈쟈 그림, 
김정화 옮김 길벗스쿨

91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지음 동아시아

92 이시원의 영어 대모험 3 이시원 지음, 이태영 그림, 박시연 글, 시원
스쿨 기획 아울북

93 인류만이 남기는 흔적, 쓰레기 박상곤 지음, 이경국 그림 미래아이(미래M&B,미
래엠앤비)

94 일 층 친구들 남찬숙 지음, 정지혜 그림 놀궁리

95 장군이네 떡집 김리리 지음, 이승현 그림 비룡소

96 재잘재잘 그림책 읽는 시간 김여진.최고봉 지음 단비

97 제니의 다락방 제니퍼 헌틀리 지음, 김정혁 그림, 
이화연 옮김 하늘마음

98 지각한 이유가 있어요 토니 로스 지음, 김영선 옮김 스콜라(위즈덤 하우스)

99 직지와 외규장각 의궤의 어머니 박
병선 공지희 지음, 김지안 그림 글로연

100 진짜 친구를 만드는 관계의 기술 에일린 케네디-무어 외 지음, 
캐시 밍거스 그림, 정아영 옮김 라임

101 질문의 그림책 이은경 보림

102 책 속에 갇힌 고양이 귄터 야콥스 지음, 윤혜정 옮김 진선아이

103 책으로 통하는 아이들 김민영 외 지음 북바이북

104 책의 아이 올리버 제퍼스, 샘 윈스턴 지음 비룡소



105 초등학생을 위한 요리 과학실험실 민재회 그림, 정주현, 김해진 감수 바이킹

106 친구를 사귀는 아주 특별한 방법 노튼 저스터 글, G. 브라이언 카라스 그림, 
천미나 옮김 책과콩나무

107 캡틴 언더팬츠 2~6 세트 - 전5권
(2권~6권) 대브 필키 지음, 심연희 옮김 보물창고

108 커졌다! 서현 글.그림 사계절

109 케첩맨 스즈키 노리타케 지음, 송태욱 옮김 비룡소

110 탐정왕 미스터 펭귄 알렉스 T. 스미스 지음, 최정희 옮김 아름다운사람들

111 파도야 놀자 이수지 지음 비룡소

112 프로 일잘러를 위한 슬기로운 아이
패드 생활 이지은 지음 천그루숲

113 하루 한마디 인문학 질문의 기적 김종원 지음 다산북스

114 학교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12가
지 이유 노은주 지음 단비어린이

115 할머니의 식탁 오게 모라 지음, 김영선 옮김 위즈덤하우스

116 해가 지는 곳으로 최진영 지음 민음사

117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 기초패턴으로 말하기 해커스어학연구소 지음 해커스어학연구소

(Hackers)

118 흔한남매 3 흔한남매 원작, 백난도 글, 유난희 그림, 
샌드박스 네트워크 감수 아이세움

119 흔한남매 4 흔한남매 원작, 백난도 글, 유난희 그림, 
샌드박스 네트워크 감수 아이세움

120 흔한남매 안 흔한 일기 1 흔한남매 지음, 조병주 그림, 강효미 글, 
샌드박스 네트워크 감수 아이세움

121 흔한남매 안 흔한 일기 2 흔한남매 지음, 조병주 그림, 강효미 글, 
흔한컴퍼니 감수 아이세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