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신착 도서 리스트
서명

저자

발행자

청구기호

노충호 ; 엄순태 [공]지음.

지식너머

교육 327.07-노85ㄷ

오현선 지음

서사원

교육 029.8-오94ㅅ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 이어야한다

임영주 지음

&page :BM성안당

교육 598.1-임64ㅂ

TI0000007347

초등 질문의 힘

이지연 지음

청림Life

교육 378.9-이78ㅊ

5

TI0000007348

밤 10시, 나를 돌보는 시간

정승익 ; 박윤진 [공]지음.

Sisostydy(시소스터디)

교육 740.7-정57ㅂ

6

TI0000007349

엄마 심리 수업 : 실전편. 2

윤우상 지음

심플라이프

교육 183.646-윤66ㅇ-2

7

TI0000007350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여!

제자벨 쿠페 수베랑 글 ; 오리안 뷔 그림 ; 이정주 옮김.

미세기

아동교육 320-쿠89ㄱ

8

TI0000007351

내일은 실험왕. 49, 진화의 대결

곰돌이 co. 글 ; 홍종현 그림

아이세움:미래엔

아동교육 407-곰25ㄴ-49

번호

등록번호

1

TI0000007344

돈에 밝은 아이로 키워라

2

TI0000007345

(초등 완성) 생각정리 독서법

3

TI0000007346

4

9

TI0000007352

내일은 실험왕. 50, 빅뱅 우주론

곰돌이 co. 글 ; 홍종현 그림

아이세움:미래엔

아동교육 407-곰25ㄴ-50

10

TI0000007353

(Why?) 미세먼지

전윤경 글 ; 이준희 그림.

예림당

아동교육 408-초27ㅇ-99

11

TI0000007354

왜 이런 모양일까?

Mr. Sun 어학연구소 저

Old Stairs

아동교육 400-미57ㅇ

12

TI0000007355

(에그박사의)채집 일기. 1

에그박사 원작 ; 박송이 글 ; 홍종현 그림.

아이세움

아동교육 472-에17ㅊ-1

13

TI0000007356

분수가 풀리고 도형이 보이는 수학이야기 난바 히로유키 지음 ; 최현주 옮김.

동양북스

아동교육 410-난42ㅂ

14

TI0000007357

(설민석의)세계사 대모험. 7, 미국편:미국의 두 얼굴

단꿈아이:단꿈드림

아동교육 909-설38ㅅ-7

15

TI0000007358

말뜻을 알면 개념이 쏙쏙 잡히는 국어 김은희 지음 ; 신동민 그림.

참돌어린이

아동교육 710-김67ㅁ

16

TI0000007359

말뜻을 알면 개념이 쏙쏙 잡히는 사회 김은희 지음 ; 유영근 그림.

참돌어린이

아동교육 300-김67ㅁ

17

TI0000007360

말뜻을 알면 개념이 쏙쏙 잡히는 영어 김은희 지음 ; 신동민 그림.

참돌어린이

아동교육 745-김67ㅁ

18

TI0000007361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종이접기

이원표 지음

슬로래빗

아동교육 634-이66ㅅ

19

TI0000007362

큰일 났다

김기정 글 ; 전민걸 그림.

다림

아동그림 813.8-김18ㅋ

20

TI0000007363

빨간모자 요정 이야기

김연주 지음

팜파스

아동그림 813.8-김64ㅃ

21

TI0000007364

또 또 찬성!

미야니시 타츠야 그림.그림 ; 김난주 옮김

시공주니어

아동그림 808.9-시15ㄴ-137=3

22

TI0000007365

빵도둑

시바타 케이코 글·그림 ; 황진희 옮김.

길벗어린이

아동그림 833.8-시42ㅃ

23

TI0000007366

상자 속 친구

이자벨라 팔리아 지음 ; 김지연 옮김 ; 파올로 프로이에티 그림.

이야기공간

아동그림 883-팔29ㅅ

24

TI0000007367

떠돌이 개 슈트로이너 가족이 반려인을 찾습니다!

크리스티안 틸만 글 ; 마이케 퇴퍼빈 그림 ; 박성원 옮김.

나무말미

아동문학 853-틸32ㄸ

25

TI0000007368

대장 토끼는 나다운 게 좋아

큐라이스 글·그림 ; 황진희 옮김.

토토북

아동그림 833.8-큐29ㄷ

26

TI0000007369

조용한 세계 : 이미나 그림책

이미나 지음

보림

아동그림 813.8-이38ㅈ

27

TI0000007370

짱구네 고추밭 소동 : 권정생 창작 동화집

권정생 글 ; 김병호 그림.

웅진주니어:웅진씽크빅

아동문학 813.8-권74ㅉ2

28

TI0000007371

GREEN : 숲 이야기

스테판 키엘 글·그림 ; 이세진 옮김.

라임

아동그림 863-키64ㄱ

29

TI0000007372

그날 아침,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루 지음 ; 염명순 옮김.

여유당

아동그림 863-바29ㄱ

30

TI0000007373

(꿈꾸는 몽상가) 달리의 녹아내리는 시계

박수현 글·그림

국민서관

아동그림 609-박56ㄷ

31

TI0000007374

엄마가 너에 대해 책을 쓴다면

스테파니 올렌백 글 ; 데니스 홈즈 그림 ; 김희정 옮김.

청어람미디어

아동그림 843-올29ㅇ

32

TI0000007375

꽁꽁꽁 좀비

윤정주 글·그림

책읽는곰

아동그림 813.8-윤74ㄲ

33

TI0000007376

집 안에 무슨 일이?

카테리나 고렐리크 글·그림 ; 김여진 옮김.

올리

아동그림 892.8-고29ㅈ

34

TI0000007377

연필

김혜은 지음

향출판사

아동그림 813.8-김94ㅇ

35

TI0000007378

그늘을 산 총각

이수지 지음

비룡소

아동그림 813.8-이56ㄱ

36

TI0000007379

우리 가족은 정원사입니다

조안나 게인즈와 아이들 글 ; 줄리아나 스웨이니 그림 ; 김정하 옮김.

나는별

아동그림 843-조62ㅇ

37

TI0000007380

내겐 너무 무거운

노에미 볼라 지음 ; 홍한결 옮김.

단추

아동그림 883-볼29ㄴ

38

TI0000007381

아주 아주 센 모기약이 발명된다면?

곽민수 글·그림

숨쉬는책공장

아동그림 813.8-곽38ㅇ

39

TI0000007382

깔끔쟁이 빅터 아저씨

박민희 글·그림

책속물고기

아동그림 813.8-박38ㄲ

40

TI0000007383

청소년 마음 시툰. 1, 안녕, 해태

싱고 글·그림

창비교육

아동문학 811.6-싱15ㅊ-1

41

TI0000007384

흔한남매. 6

흔한남매 원작 ; 백난도 글 ; 유난희 그림

미래엔:Mirea N 아이세움

아동문학 813.8- 흔92ㅎ-6

42

TI0000007385

흔한남매. 7

흔한남매 원작 ; 백난도 글 ; 유난희 그림

미래엔:Mirea N 아이세움

아동문학 813.8-흔92ㅎ-7

43

TI0000007386

(전설의 모험왕) 엉덩이 댄디 the young. 1, 보물은 내게 맡겨라!

44

TI0000007387

마지막 레벨 업 : 윤영주 장편동화

45

TI0000007388

46
47

설민석 ; 잼 스토리 [공]글 ; 박성일 그림

트롤 원작 ; 하루하라 로빈슨 글·구성 ; 기쿠치 아키히로 그림 ; 김정화 옮김.

Mirae N 아이세움 :미래엔 아동문학 833.8-트29ㅇ-1

윤영주 지음 ; 안성호 그림.

창비

아동문학 813.8-윤64ㅁ

우리가 함께 달릴 때 : 다이애나 하먼 애셔 장편소설

다이애나 하먼 애셔 지음 ; 이민희 옮김.

창비

아동문학 843-애54ㅇ

TI0000007389

화이트 버드

R. J. 팔라시오 지음 ; 천미나 옮김.

책과콩나무

아동문학 843-팔29ㅎ

TI0000007390

네가 속한 세계

야스다 카나 지음 ; 고향옥 옮김.

푸른숲주니어 :푸른숲

아동문학 833.6-야57ㄴ

48

TI0000007391

좀 웃기는 친구 두두

장주식 글 ; 허지영 그림.

문학동네

아동문학 813.8-장76ㅈ

49

TI0000007392

무서운 곶감 위에 나는 호랑이가 있었으니

공수경 글 ; 신나라 그림.

대교북스주니어:대교

아동문학 813.8-공56ㅁ

50

TI0000007393

탈성장 쫌 아는 10대 : 멈추는 것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것

하승우 글 ; 방상호 그림.

풀빛

아동문학 349-하57ㅌ

51

TI0000007394

밤으로의 자전거 여행

라이언 앤드루스 지음 ; 조고은 옮김.

f

아동문학 848-앤27ㅂ

52

TI0000007395

아임 파인 : 자폐인 아들의 일기장을 읽다

이진희 ; 김상현 [공]글.

양철북(양철북출판사)

아동문학 598.1604-이78ㅇ

53

TI0000007396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 : 태 켈러 장편소설

태 켈러 지음 ; 강나은 옮김.

돌베개

아동문학 843-켈29ㅎ

54

TI0000007397

흔한남매 과학 탐험대. 1, 우주

흔한남매 원작 ; 이재국 ; 이현진 [공]지음 ; 김덕영 그림.

주니어김영사

아동문학 404-흔92ㅎ-1

55

TI0000007398

트러블 여행사. 1, 신비한 사막 과일 찾기 투어

히로시마 레이코 글 ; 고마쓰 신야 그림 ; 김정화 옮김.

길벗스쿨

아동문학 833.8-히29ㅌ-1

56

TI0000007399

차대기를 찾습니다

이금희 지음 ; 김정은 그림.

사계절

아동문학 813.8-이17ㅊ

57

TI0000007400

스무고개 탐정. 10, 탐정대회 1부

허교범 글 ; 고상미 그림

비룡소

아동문학 813.8-허15ㅅ-10

58

TI0000007401

스무고개 탐정. 11, 탐정대회 2부

허교범 글 ; 고상미 그림

비룡소

아동문학 813.8-허15ㅅ-11

59

TI0000007402

스무고개 탐정. 12, 고양이 습격 사건

허교범 글 ; 고상미 그림

비룡소

아동문학 813.8-허15ㅅ-12

60

TI0000007403

갑자기 악어 아빠

소연 글 ; 이주희 그림.

비룡소

아동문학 808.9-비29ㄴ-2-7

61

TI0000007404

깊은 밤 필통 안에서

길상효 글 ; 심보영 그림

비룡소

아동문학 808.9-비29ㄴ-3-3=7

62

TI0000007405

깔깔 마녀와 아기 올빼미

63

TI0000007406

기차 와요? : 보드북

구혜은 글 ; 해르 그림.

바람꽃출판사

유아그림 813.8-구94ㄲ

기쿠치 치키 지음 ; 김보나 옮김 ; 기쿠치 치키 그림.

천개의바람

64

TI0000007407

우리 집은 : 조원희 그림책

유아그림 833.8-기87ㄱ

조원희 지음

이야기꽃

65

TI0000007408

아동그림 813.8-조66ㅇ

한 마리 여우 : 숫자로 만든 스릴러 그림책

케이트 리드 글·그림 ; 이루리 옮김.

북극곰

유아그림 843-리27ㅎ

66
67

TI0000007409

마지막 코뿔소

니콜라 데이비스 글·그림 ; 이종원 옮김.

행복한그림책

아동그림 843-데68ㅁ

TI0000007410

카피바라가 왔어요 : 알프레도 소데르기트 그림책

알프레도 소데르기트 지음 ; 문주선 옮김.

M창비(미디어창비)

유아그림 873-소24ㅋ

68

TI0000007411

공룡아 다 모여! : 석철원 그림책

석철원 글·그림

여유당

유아그림 813.8-석83ㄷ-6

69

TI0000007412

내 마음 ㅅㅅㅎ : 김지영 그림책

김지영 글·그림

사계절

유아그림 813.8-김78내

70

TI0000007413

햇볕 토스트 : 이해진 그림책

이해진 글·그림

사계절(사계절출판사)

유아그림 813.8-이93ㅎ

71

TI0000007414

우당탕탕 야옹이와 바다 끝 괴물

구도 노리코 글·그림 ; 윤수정 옮김.

책읽는곰

아동문학 833.8-구25ㅇ

72

TI0000007415

또 생각하는 개구리

이와무라 카즈오 지음 ; 박지석 옮김.

진선아이

아동그림 833.8-이65ㄸ2

73

TI0000007416

화가 호로록 풀리는 책

신혜영 지음 ; 김진화 그림.

위즈덤하우스

유아그림 813.8-신94ㅎ

74

TI0000007417

용기를 내, 비닐장갑!

유설화 지음

책읽는곰

아동그림 813.8-유54ㅇ

75

TI0000007418

혼나기 싫어요!

김세실 글 ; 폴린 코미스 그림.

나무말미

유아그림 813.8-김54ㅎ

76

TI0000007419

할머니의 용궁 여행

권민조 글·그림

천개의바람

아동그림 813.8-권38ㅎ

77

TI0000007420

끼인 날

김고은 글·그림

천개의바람

아동그림 813.8-김15ㄲ

78

TI0000007421

오늘은 진짜 진짜 혼자 잘 거야

홍수영 글·그림

웅진주니어:웅진씽크빅

유아그림 813.8-홍56ㅇ

79

TI0000007422

마르지 않는 붓 : 글쟁이들의 한국 사회 읽기

자유칼럼그룹 지음

두리반

일반 304-자66ㅁ

80

TI0000007423

웅크린 감정

멜리사 달 지음 ; 강아름 옮김.

생각이음

일반 181.7-달34ㅇ

81

TI0000007424

진짜 암행어사 :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82

TI0000007425

나무, 소녀

83

TI0000007426

84

TI0000007427

85

TI0000007428

(2021 제12회)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86

TI0000007429

(잘될 운명으로 가는) 운의 알고리즘

87

TI0000007430

프리워커스

88

TI0000007431

무라카미 T : 내가 사랑한 티셔츠

89

TI0000007432

마지막 몰입 : 나를 넘어서는 힘

90

TI0000007433

달까지 가자 : 장류진 장편소설

91

TI0000007434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92

TI0000007435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김범석 지음

흐름출판

일반 814.8-김44ㅇ

93

TI0000007436

끌리는 말투 호감 가는 말투

리우난 지음 ; 박나영 옮김.

리드리드출판

일반 802.56-리66ㄲ

94

TI0000007437

밤을 걷는 밤

95

TI0000007438

엔드 오브 타임

96

TI0000007439

메타버스

97

TI0000007440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98

TI0000007441

클라라와 태양 : 가즈오 이시구로 장편소설

가즈오 이시구로 지음 ; 홍한별 옮김.

민음사

일반 843-가77ㅋ

99

TI0000007442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알렉스 룽구 지음

수오서재

일반 189.1-룽16ㅇ

100

TI0000007443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 요시다 슈이치 장편소설 요시다 슈이치 지음 ; 서혜영 옮김.

101

TI0000007444

날카롭게 살겠다, 내 글이 곧 내 이름이 될 때까지

102

TI0000007445

다독임 : 오은 산문집

103

TI0000007446

104

권기환 지음

보고사

일반 350.13-권18ㅈ

미양 글과 그림

바이클로지

아동그림 813.8-미63ㄴ

(신과람쌤의) 엄마표 과학놀이

원진아 ; 권은경 ; 서윤희 ; 정해련 [공]지음.

동양북스

교육 598.41-원78ㅇ

질서 너머

조던 피터슨 지음 ; 김한영 옮김. 웅진지식하우스:웅진씽크빅

일반 199.1-피88ㅈ

전하영 [외]지음

문학동네

정회도 지음

Soul Society(소울소사이어티)

일반 188-정95ㅇ

모빌스 그룹 지음

RHK알에이치코리아

일반 325.211-모48ㅍ

일반 813.6-문92ㅈ-2021(12)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 권남희 옮김.

비채 :김영사

일반 834-무29무

짐 퀵 지음 ; 김미정 옮김.

비즈니스북스

일반 325.211-퀵78ㅁ

장류진 지음

창비

일반 813.6-장29ㄷ

레몬심리 지음 ; 박영란 옮김.

갤리온:웅진씽크빅

일반 181.71-레35ㄱ

유희열 ; 카카오TV 지음.

위즈덤하우스

일반 818-유97ㅂ

브라이언 그린 지음 ; 박병철 옮김.

와이즈베리 :미래엔

일반 443.1-그29ㅇ

김상균 지음

플랜비디자인

일반 321.9-김52ㅁ

매트 헤이그 지음 ; 노진선 옮김.

인플루엔셜

일반 843-헤68ㅁ

은행나무

일반 833.6-요58ㅌ2

미셸 딘 지음 ; 김승욱 옮김.

마티

일반 840.9-딘38ㄴ

오은 지음

난다

일반 814.8-오67ㄷ

걷다 느끼다 쓰다 :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글쓰기 수업

이해사 지음

모아북스

일반 011.3-이93ㄱ

TI0000007447

방구석 미술관. 2

조원재 지음

블랙피쉬:백도씨

일반 650.4-조66방-2=2

105

TI0000007448

마음의 여섯 얼굴

김건종 지음

에이도스

일반 186.3-김14ㅁ

106

TI0000007449

(초등학생을 위한) 핵심정리 한국사

바오 ; 마리 [공]지음 ; 서은경 그림.

길벗스쿨

전통 911-바65ㅎ

107

TI0000007450

(New) 엄마표 생활영어 회화사전

쑥쑥닷컴영여교육연구소 ; 홍현주 ; 윤재원 저.

로그인 :이퍼블릭

교육 747.5-쑥56ㅇ2-[1]

108

TI0000007451

(New) 엄마표 생활영어 표현사전

쑥쑥닷컴영여교육연구소 ; 홍현주 ; 윤재원 저.

로그인 :이퍼블릭

교육 747.5-쑥56ㅇ2-[2]

109

TI0000007452

비주얼로 살아나는 이순신 : 거북선, 임진왜란

권동현 지음

코알라스토어

전통 991.1-권25ㅂ

110

TI0000007453

녹색아버지가 떴다

홍민정 글 ; 김미연 그림.

잇츠북어린이:잇츠북

아동문학 813.8-홍38ㄴ=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