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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운담초등학교 신간 및 희망도서 입고 목록
연번 주제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일

1 총류 질문하는 독서의 힘 김민영 외 지음 북바이북 20200620

2 총류 청춘의 독서 유시민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20180720

3 총류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 정희진 지음 교양인 20200207

4 총류 정희진처럼 읽기 정희진 지음 교양인 20141008

5 총류 빌린 책, 산 책, 버린 책 장정일 지음 마티 20100830

6 철학 동의 : 너와 나 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레이첼 브라이언 지음 아울북 20200729

7 철학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 박재연 지음 한빛라이프 20200701

8 종교 사자 웃으며 키우기 김성중 지음 두란노 20200819

9 종교 그리스 로마 신화 18 : 아르고호 원정대의 용감한 모험 박시연 지음 아울북 20200819

10 사회과학 내가 들어보지 못해서,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 다나카시게키 지음 길벗 20200901

11 사회과학 학교 요주아도우글라스 외 지음 사파리 20200918

12 사회과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발칙한 생각들 공규택 지음 우리학교 20140224

13 사회과학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박성혁 지음 다산북스 20200727

14 사회과학 보이지 않는 여자들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20200706

15 사회과학 우리 아이 괜찮아요 서천석 지음 위즈덤하우스 20141120

16 사회과학 영어, 10살에 시작해도 될까요? 백예인 지음 빌리버튼 20201005

17 사회과학 엄마, 주식 사주세요 (리커버 에디션) 존 리 지음 한국경제신문 20200528

18 사회과학 노동의 종말 제레미리프킨 지음 민음사 20050520

19 사회과학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마크 랜돌프 지음, 이선주 옮김 덴스토리 20200501

20 사회과학 아하! 그땐 이런 경제생활을 했군요 지호진 지음 주니어김영사 20050805

21 사회과학 아하! 그땐 이런 문화재가 있었군요 지호진 지음 주니어김영사 20070131

22 사회과학 아하! 그땐 이런 과학기술이 있었군요 지호진 지음 주니어김영사 20090401

23 사회과학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이수정 외 지음 민음사 20200331

24 자연과학 사이언스 코믹스 : 나무 앤디 허시 지음 길벗어린이 20200920

25 자연과학 바이러스 과학 수업 수잔 섀들리히 지음 비룡소 20200910

26 자연과학 이것저것들의 하루 마이크바필드 지음 위즈덤하우스 20200920

27 자연과학 미움받는 생물도감 가니 멤마 지음 길벗스쿨 20200928

28 자연과학 카카오프렌즈 과학일기 2 : 식물 서지원 지음 학산문화사 20200625

29 자연과학 무엇이든 해결단 허팝 연구소 3 라곰씨 지음 라이카미 20181221

30 자연과학 무엇이든 해결단 허팝 연구소 2 라곰씨 지음 라이카미 20180918

31 자연과학 무엇이든 해결단 허팝 연구소 1 라곰씨 지음 라이카미 20180627

32 기술과학 카카오프렌즈 과학일기 1 : 인체 서지원 지음 학산문화사 20200325

33 기술과학 플라스틱이 가득한 지구 닐 레이튼 지음 JEI재능교육 20191223

34 기술과학 플라스틱의 정체를 밝혀라! 김은정 지음 키위북스 20200801

35 기술과학 무브무브 플랩북 : 움직이는 건설 현장 안소피 보만 지음 보림 20190117

36 기술과학 미생물과 감염병 이야기 천명선 지음 가나출판사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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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예술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더블X 6개의 예언 찾아라! 정주연 그림 서울문화사 20200723

38 예술 문방구TV 오싹툰 낱말놀이 문방구TV 지음 서울문화사 20200924

39 예술 뜨개질이 쉬워지는 뜨개룸 강다연 지음 예신 20170325

40 예술 채식 연습 이현주 지음 레시피팩토리 20200811

41 예술 주사위 게임 : 동물 친구들과 함께 마리 포르닥 지음 보림 20200316

42 예술 우아한 계절 나탈리 베로 지음 보림 20200214

43 언어 사자성어 천재가 되다! 1 Mr. Sun 어학연구소 지음 oldstairs 20200510

44 언어 맞춤법 천재가 되다! Mr. Sun 어학연구소 지음 oldstairs 20200310

45 언어 신비아파트 한자 귀신 12 김강현 지음 서울문화사 20200928

46 언어 신비아파트 한자 귀신 11 김강현 지음 서울문화사 20200728

47 언어 마법천자문 49 유대영 지음 아울북 20200909

48 문학 마음챙김의 시 류시화 엮음 수오서재 20200917

49 문학 흔한남매의 흔한 호기심 1 안치현 지음 아이세움 20200903

50 문학 5번 레인 은소홀 지음 문학동네 20200914

51 문학 그렇게 치킨이 된다 정은정 지음 노란상상 20200928

52 문학 개도 잔소리한다 권오삼 지음 상상 20200922

53 문학 할머니와 하얀 집 이윤우 지음 비룡소 20180126

54 문학 보이니? 김은영 지음 비룡소 20200911

55 문학 조금씩 방울토마토 하정산 지음 봄개울 20200901

56 문학 보건교사 안은영 정세랑 지음 민음사 20200911

57 문학 어린 여우를 위한 무서운 이야기 크리스천 맥케이 하이디커 지음 밝은미래 20200723

58 문학 강남 사장님 이지음 지음 비룡소 20200717

59 문학 책가도 김지윤 지음 반달 20200928

60 문학 만약의 세계 요시타케 신스케 지음, 주니어김영사 20200820

61 문학 딩동거미 신성희 지음 한림출판사 20170912

62 문학 그 집에 책이 산다 이윤민 글.그림 한림출판사 20150406

63 문학 난 남달라! 김준영 글.그림 국민서관 20120831

64 문학 상관없는 거 아닌가? 장기하 지음 문학동네 20200911

65 문학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김하나.황선우 지음 위즈덤하우스 20190222

66 문학 미스터 메르세데스 스티븐 킹 지음 황금가지 20150717

67 문학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애거서 크리스티 지음 해문출판사 20020525

68 문학 인어가 잠든 집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재인 20190228

69 문학 아무튼, 비건 김한민 지음 위고 20181122

70 문학 일의 기쁨과 슬픔 장류진 지음 창비 20191025

71 문학 내게 무해한 사람 최은영 지음 문학동네 20180630

72 문학 1cm 다이빙 태수.문정 지음 FIKA(피카) 20200121

73 문학 다이빙의 왕 강경수 지음 창비 20200724

74 문학 레이튼 미스터리 탐정사무소 2 안치현 지음 아이세움 20190425

75 문학 바꿔! 박상기 지음 비룡소 20180703

76 문학 이사도라 문, 놀이공원에 가다 해리엇 먼캐스터 지음 을파소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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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문학 이사도라 문, 큰 사고를 치다 해리엇 먼캐스터 지음 을파소 20190619

78 문학 이사도라 문, 캠핑을 떠나다 해리엇 먼캐스터 지음 을파소 20190110

79 문학 다 괜찮아요, 천국이 말했다 미치 앨봄 지음 살림 20200622

80 문학 걱정이 너무 많아 김영진 지음 길벗어린이 20200820

81 문학 흔한남매 안 흔한 일기 3 흔한남매 지음 아이세움 20200925

82 문학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 허유정 지음 뜻밖 20200520

83 문학 내 자리는 내가 정할게요 김지경 지음 마음산책 20200525

84 문학 돈ㅁ랄의 기쁨과 슬픔 신예희 지음 드렁큰에디터 20200525

85 문학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무루(박서영) 지음 어크로스 20200512

86 문학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7 히로시마 레이코 지음 길벗스쿨 20200713

87 문학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8 히로시마 레이코 지음 길벗스쿨 20200907

88 문학 십 년 가게 3 히로시마 레이코 지음 위즈덤하우스 20200903

89 문학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 지음 수오서재 20181205

90 문학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 김영진 글.그림 길벗어린이 20141115

91 문학 아빠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 김영진 글.그림 길벗어린이 20150415

92 문학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김영진 글.그림 길벗어린이 20160410

93 문학 아빠가 달려갈게! 김영진 글.그림 길벗어린이 20170425

94 문학 엄마가 달려갈게! 김영진 글.그림 길벗어린이 20170922

95 문학 엄마는 왜? 김영진 지음 길벗어린이 20190714

96 문학 노래하는 볼돼지 김영진 지음 길벗어린이 20191025

97 문학 틀리면 어떡해? 김영진 글.그림 길벗어린이 20190325

98 문학 새 차 사는 날 김영진 지음 길벗어린이 20191025

99 문학 야구장 가는 날 김영진 지음 길벗어린이 20200302

100 문학 미움 조원희 지음 만만한책방 20200706

101 문학 마음을 담은 연주 피터 H. 레이놀즈 지음 길벗어린이 20200904

102 문학 슈퍼 토끼 유설화 글.그림 책읽는곰 20200612

103 문학 루루 사냥꾼 허정윤 지음 시공주니어 20190425

104 문학 아빠와 나 오호선 지음 길벗어린이 20191225

105 문학 별과 나 정진호 비룡소 20170830

106 문학 나랑 놀자! 정진호 지음 현암주니어 20181225

107 문학 오리 돌멩이 오리 이안 지음 문학동네 20200220

108 문학 위를 봐요! 정진호 글.그림 은나팔 20140225

109 문학 벽 정진호 글.그림 비룡소 20160602

110 문학 말이 씨가 되는 덩더꿍 마을 윤여림 지음 천개의바람 20200710

111 문학 악필왕 김지령 제성은 지음 크레용하우스 20200720

112 문학 흔한남매 6 흔한남매 지음 아이세움 20201015

113 문학 건축가 이기 펙의 엉뚱한 상상 안드레아 비티 지음 천개의바람 20200515

114 문학 질문하는 우산 알렉스 쿠소 지음 위즈덤하우스 20200428

115 문학 어린이를 위한 우리땅, 독도이야기 신현배 지음 가문비 20200731

116 문학 소음공해 오정희 지음 길벗어린이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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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문학 키드 스파이 1 : 사라진 보물 맥 바넷 지음 시공주니어 20200615

118 역사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1 설민석.스토리박스 지음 아이휴먼 20190805

119 역사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2 설민석.스토리박스 지음 아이휴먼 20191205

120 역사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3 설민석.스토리박스 지음 아이휴먼 20200323

121 역사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4 설민석.스토리박스 지음 아이휴먼 20200708

122 역사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15 설민석.스토리박스 지음 아이휴먼 20201026

123 역사 아이엠 블랙핑크 조영선 지음 주니어RHK 20200920

124 역사 손흥민 꿈을 향해 달려라 3 스토리랩 지음 주니어RHK 20200922

125 역사 지도가 술술 읽히는 지도 게임북 에디 레이놀즈 지음 어스본코리아 20200724

126 역사 Who? Special 도티 김현수 지음 스튜디오다 20200701

127 역사 Go Go 카카오프렌즈 8 : 인도 김미영 지음 아울북 20190528

128 역사 Go Go 카카오프렌즈 7 : 독일 김미영 지음 아울북 20190328

129 역사 Go Go 카카오프렌즈 6 : 이탈리아 김미영 지음 아울북 20190129

130 역사 Go Go 카카오프렌즈 2 : 영국 김미영 지음 아울북 20180425

131 역사 Go Go 카카오프렌즈 12 : 터키 김미영 지음 아울북 20200120

132 역사 Go Go 카카오프렌즈 11 : 한국 김미영 지음 아울북 20191120

133 역사 Go Go 카카오프렌즈 13 : 호주 김미영 지음 아울북 20200325

134 역사 Go Go 카카오프렌즈 14 : 그리스 김미영 지음 아울북 20200520

135 역사 Go Go 카카오프렌즈 15 : 브라질 김미영 지음 아울북 20200722

136 역사 Go Go 카카오프렌즈 16 : 베트남 김미영 지음 아울북 20200923

137 역사 카카오프렌즈, 그건 사랑한단 뜻이야 흔글·조성용 지음 arte(아르테) 20200401

138 역사 Go Go 카카오프렌즈 MAPS 정은주 지음 아울북 20191120

139 역사 북극에서 남극까지 역사 문화 자연이 한눈에 쏙 들어
오는 아주아주 놀라운 세계그림지도 젠 그린 지음 사파리 2015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