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2학기 운담초등학교 신간 및 희망도서 구입예정 목록

연번 분야 도서명 저자 발행처 출간일 비고

1 그림 삘릴리 범범 박정섭 사계절 20220826

2 그림 게임하고 싶어! 김영진 길벗어린이 20220825

3 그림 가족에는 규칙이 있어요! 로랑스 살라윈 내인생의책 20190510 교과

4 그림 커다란 수박의 비밀 다린 지음 꿈터 20220614

5 그림 부끄 꼬미 왔어요 카셸 굴리 국민서관 20211123 교과

6 그림 곰이 다시 왔어 태미 사우어 국민서관 20190628

7 그림 곰이 왔어! 조수경 지음 올리 20210617

8 그림 부리 동물 출입 금지! 소피 레스코 천개의바람 20200724 교과

9 그림 훌륭한 이웃 엘렌 라세르 풀과바람(영교출판) 20161122 교과

10 그림 꽃잎 아파트 백은하 지음 웅진주니어 20190530

11 그림 901호 띵똥 아저씨 이욱재 글.그림 노란돼지 20140516 교과

12 그림 바니의 사계절 미용실 이은지 지음 위즈덤하우스 20200414

13 그림 뭐든 될 수 있어 요시타케 신스케 위즈덤하우스 20170414

14 그림 콧구멍을 후비는 손가락 파울라 메를란 위즈덤하우스 20190605

15 그림 가을 아침에 김지현 지음 위즈덤하우스 20200910 교과

16 그림 고마움이 곧 도착합니다 엘렌 서리 위즈덤하우스 20210420 교과

17 그림 화가 호로록 풀리는 책 신혜영 위즈덤하우스 20210513 교과

18 그림 나는 ( ) 사람이에요 수전 베르데 위즈덤하우스 20210804 교과

19 그림 이건 운명이야! 밤코 지음 위즈덤하우스 20211115

20 그림 도시에 물이 차올라요 마리아 몰리나 위즈덤하우스 20220530

21 그림 머리숱 많은 아이 이덕화 지음 위즈덤하우스 20220615 교과

22 그림 디지톨 패트릭 맥도넬 스콜라(위즈덤하우스) 20160730 교과

23 그림 답답이와 도깨비 하수정 지음 이야기꽃 20210906

24 그림 녹두영감과 토끼 강미애 지음 이야기꽃 20190131

25 그림 이랴! 이랴? 양순옥 그림, 김장성 글 이야기꽃 20210322

26 그림 내 안에는 사자가 있어, 너는? 가브리엘레 클리마 그린북 20200427

27 그림 맙소사, 악어가 오딜을 삼켰대! 마리 도를레앙 길벗어린이 20201130

28 그림 불만 도깨비가 펑! 와타나베 유이치 길벗어린이 20210620

29 그림 왜요? 애덤 렉스 길벗어린이 20210815

30 그림 옳은손 길들이기 이주미 지음 길벗어린이 20211001

31 그림 멋진 콩 조리 존 길벗어린이 20220715

32 그림 무슨 일이야? 동물! 오무라 토모코 길벗어린이 20220801 교과

33 그림 무슨 일이야? 곤충! 오무라 토모코 길벗어린이 20220801 교과

34 그림 나쁜 기분이 휘몰아칠 때 루이즈 그레이그 키즈엠 20200124

35 그림 인생을 숫자로 말할 수 있나요? 브뤼노 지베르 미세기 20200522

36 그림 무리 히로타 아키라 현암주니어 20200624 교과

37 그림 돌 씹어 먹는 아이 (그림책) 송미경 문학동네 20190621

38 그림 가시가 없다면 킴 크라베일스 키즈엠 20190607

39 그림 남자가 울고 싶을 땐 존티 홀리 불의여우 20190916 교과



40 그림 슈퍼맨처럼 힘센 우리 아빠의 비밀 줄리에트 파라시니 드니 크레용하우스 20190225

41 그림 토마토 나라에 온 선인장 김수경 지음 달그림 20190701 교과

42 그림 4998 친구 다비드 칼리 책빛 20190330

43 그림 적당한 거리 전소영 지음 달그림 20190420 교과

44 그림 이건 너무 가까워! 크리스티안 존스 키즈엠 20190322 교과

45 그림 그 녀석이 왔다! 아녜스 드 레스트라드 그린북 20190315

46 그림 두 도시 아이 이야기 ㅎㅂㅆ 지음 바둑이하우스 20200630 교과

47 그림 조금 다르면 안 돼? 클레어 알렉산더 국민서관 20200130 교과

48 그림 헉! 오늘이 그날이래 이재경 고래뱃속 20180625

49 그림 진짜 코 파는 이야기 이갑규 글.그림 책읽는곰 20140810

50 그림 기린의 날개
심예빈 지음, 이갑규 그림, 
이현아 기획

봄개울 20211011 교과

51 그림 누가 좀 말려 줘요! 신순재 지음, 안은진 그림 봄개울 20211020

52 그림 넌 나의 우주야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200713

53 그림 쓰레기 : 엉뚱 발랄 쓰레기 이야기 니콜라스 데이 수피아어린이 20200826 교과

54 그림 14마리의 빨래하기 이와무라 카즈오 진선아이 20220726

55 그림 너 그거 아니? 밀렌 비뇨 청어람아이 20200521

56 그림 불을 싫어하는 아주 별난 꼬마 용 제마 메리노 사파리 20210115

57 그림 우리는 안녕 박준 지음, 김한나 그림 난다 20210320

58 그림 파란모자 조우영 지음 바람의아이들 20210315

59 그림 진짜 진짜 거짓말 아니야! 조영글 지음 봄볕 20210602

60 그림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이 사랑할 거야 잭 부쉬 책과콩나무 20210630

61 그림 반짝반짝 모두 다른 눈 코 입 피피 박스 책과콩나무 20220715

62 그림 어떡하지? 걱정 아담 치치오 책과콩나무 20220520

63 성인 엄마가 되어보니 오민주 지음 젤리판다 20190328

64 성인
엄마 공부가 끝나면 아이 공부는 시작
된다

서안정 지음 한국경제신문 20190520

65 성인 공감사전 김지연.이요셉.김지영 지음 쉼(도서출판) 20190308

66 성인 모든 아이는 특별하다 박혜란 지음 나무를심는사람들 20190416

67 성인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나무옆의자 20210420 희망

68 성인 불편한 편의점 2 김호연 지음 나무옆의자 20220810 희망

69 성인 최재천의 공부 최재천.안희경 김영사 20220518 희망

70 성인 슬픈 세상의 기쁜 말 정혜윤 위고 20210805

71 성인 돌봄이 돌보는 세계 김창엽 외 동아시아 20220805

72 성인 부모의 말 김종원 지음 상상아카데미 20220825

73 성인 개미 5 (양장)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20010215 희망

74 성인 개미 4 (양장)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20010215 희망

75 성인 개미 3 (양장)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20010130 희망

76 아동 푸른 사자 와니니 4 이현 지음, 오윤화 그림 창비 20220819

77 아동 거인이면 뭐 어때! 댄 야카리노 소원나무 20190225 교과

78 아동 꿈을 요리하는 마법카페 김수영 꿈꾸는지구 20190701

79 아동 책 먹는 여우의 여름 이야기 프란치스카 비어만 주니어김영사 20220718

80 아동 세계의 초등학교 에스텔 비다르 이마주 20190315 교과

81 아동 1일 1독해 예비초등 세계 나라 2 학연플러스 편집부 메가스터디북스 20220620 교과

82 아동 1일 1독해 예비초등 세계 나라 1 학연플러스 편집부 메가스터디북스 20220620 교과



83 아동
초등 1학년이 꼭 알아야 할 지구와 세
계

앨리스 제임스 어스본코리아 20220707 교과

84 아동 그건 장난이 아니라 혐오야! 박혜숙 내일을여는책 20210705 교과

85 아동 대단한 돼지 에스더 스티브 젠킨스 외 책공장더불어 20181023 교과

86 아동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1 최태성 지음, 신진호 그림 다산어린이 20220815 교과

87 아동 안녕, 몬스 장유하.김윤아.이용호 샘터사 20220822

88 아동 마트 사장 구드래곤 박현숙 지음, 이경석 그림 다산어린이 20220819

89 아동 우리나라 도읍지 지도책 최설희 상상의집 20120309

90 아동 반려동물, 무엇이든 물어봐! 예영 지음, 홍미애 그림 파란자전거 20210301 교과

91 아동 고래가 걸었다고? 두걸 딕슨 노란돼지 20210315

92 아동 초등과학Q1 인체 대탐험 김원섭 
그레이트BOOKS(그레이
트북스)

20191030

93 아동 길고양이 연구 이자와 마사코 웅진주니어 20220722

94 아동 생물의 다양성 위베르 리브스 외 생각비행 20200220 교과

95 아동 모르티나 1 바르바라 칸티니 그레이트BOOKS 20190729

96 아동 초등과학Q9 특종! 동물 뉴스 이준희 그레이트BOOKS 20201221

97 아동 초등과학Q10 우주 홈쇼핑 장형규 그레이트BOOKS 20210115

98 아동 용선생이 간다 1 : 중국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사회평론 20200824 교과

99 아동 용선생이 간다 2 : 러시아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사회평론 20200824 교과

100 아동 용선생이 간다 3 : 영국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사회평론 20200901 교과

101 아동 용선생이 간다 4 : 미국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사회평론 20201022 교과

102 아동 용선생이 간다 5 : 독일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사회평론 20201022 교과

103 아동 용선생이 간다 6 : 일본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사회평론 20201022 교과

104 아동 용선생이 간다 7 : 호주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사회평론 20210105 교과

105 아동 용선생이 간다 8 : 인도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사회평론 20210105 교과

106 아동 용선생이 간다 9 : 브라질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사회평론 20210226 교과

107 아동 용선생이 간다 10 : 터키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사회평론 20210226 교과

108 아동 용선생이 간다 13 : 이탈리아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사회평론 20211101 교과

109 아동 용선생이 간다 11 : 에스파냐(스페인)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사회평론 20211101 교과

110 아동 용선생이 간다 12 : 프랑스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사회평론 20211101 교과

111 아동 용선생이 간다 15 : 그리스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사회평론 20211101 교과

112 아동 용선생이 간다 14 : 이집트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사회평론 20211101 교과

113 아동 나만의 세계여행 박윤선 기획 거인 20160310 교과

114 아동 나만의 세계문화여행 박윤선 기획 거인 20160110 교과

115 아동 역사를 바꾼 새로운 물건들 김온유 지음, 임덕란 그림 엠앤키즈(M&Kids) 20200115 교과

116 아동 흔한남매의 흔한 호기심 6 안치현 미래엔아이세움 20220608

117 아동 흔한남매 이상한 나라의 고전 읽기 1 정주연 미래엔아이세움 20220628

118 아동 신기한 맛 도깨비 식당 2 김용세.김병섭 꿈터 20220730

119 아동 신기한 맛 도깨비 식당 1 김용세.김병섭 꿈터 20220520

120 아동
[최신인쇄본] 세계 192개국 여행 (전
12권)

한국헤르만헤세 편집부 한국헤르만헤세 20180101 교과

121 아동 세계 음식 백과사전 (빅북) 알레산드라 마스트란젤로 그린북 20191230 교과

122 아동 이상한 편지 구쓰기 쇼 키다리 20190625

123 아동 우리는 반대합니다! 클라우디오 푸엔테스 초록개구리 20190515

124 아동 사람이 좋아지는 관계 이민규 끌리는책 20180105



125 아동 엄마 자판기 조경희 지음 노란돼지 20190830

126 아동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14 히로시마 레이코 길벗스쿨 20220425 희망

127 아동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15 히로시마 레이코 길벗스쿨 20220711 희망

128 아동 흔한남매 별난 방탈출 4 김언정 미래엔아이세움 20211220 희망

129 아동 흔한남매 별난 방탈출 5 김언정 미래엔아이세움 20220512 희망

130 아동 흔한남매 9 흔한남매 미래엔아이세움 20211209 희망

131 아동 흔한남매 10 흔한남매 미래엔아이세움 20220428 희망

132 아동 흔한남매 11 흔한남매 미래엔아이세움 20220728 희망

133 아동 우리 물고기 이야기 노세윤 지음 진선아이 20180417 교과

134 아동 재밌는 식물 이야기 윤주복 지음 진선아이 20220426 교과

135 아동 신기한 곤충 이야기 한영식 지음 진선아이 20220816 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