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차 희망·신착 인계인수서(2020.11.3.(화)~11.9.(월))
순번

구분

등록번호

도서명

저자

도서기호

비고

1

11월1차 신착 EU011584

비가 와도 꽃은 피듯이:말기암 치매
노신화
아빠와의
지음 76일
D818/ㄴ68ㅂ

2

11월1차 신착 EU011585

우울함이 내 개성이라면:우울한이모르
사람들을
지음
위한818/ㅇ728ㅇ
이모르의 그림 처방전

3

11월1차 신착 EU011586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생각보다
김여진 지음행동이
591.9/ㄱ824ㄷ
필요한 노년들을 위한 꿈 설계

4

11월1차 신착 EU011587

(삶의 무기가 되는)속담 사전:544가지
권승호속담으로
지음 388.11/ㄱ529ㅅ
키우는 지식과 지혜

5

11월1차 신착 EU011588

(가볍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가벼운
가벼운학습지
영어
지음
740/ㄱ157ㄱ

6

11월1차 신착 EU011589

왜 일본은 한국을 침략할까:반한反韓
이상 지음
종족주의911/ㅇ748ㅇ
2000년

7

11월1차 신착 EU011590

대한민국 징비록:역사가 던지는박종인
뼈아픈지음
경고장911.05/ㅂ496ㄷ

8

11월1차 신착 EU011591

(한국사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유정호
문제들을
지음체계적으로
911/ㅇ595ㅈ
분석한)족집게 한국사

9

11월1차 신착 EU011592

(이야기로 엮은 한국사 세계사)비교연표=(The)history
이근호,신선희 909.02/ㅇ675ㅂ
[공]지음of world:한국사와 세계사를 동시에 본

10

11월1차 신착 EU011593

하루 1장, 기억하기 쉬운 세계사라인하르트 바르트
909/ㅂ128ㅎ
글;콘스탄체 구르 그림;서지희 옮김

11

11월1차 신착 EU011594

일본인 이야기

12

11월1차 신착 EU011595

1일 1미술 1교양:처음 만나는 100일간의
서정욱 지음
서양미술사
609.2/ㅅ286ㅇ;1
교양 수업

13

11월1차 신착 EU011596

일본 근대미술사 노트

기타자와 노리아키
653.13/ㄱ637ㅇ
지음;최석영 옮김

14

11월1차 신착 EU011597

근세 유럽의 미술사

이한순 엮음

15

11월1차 신착 EU011598

근세 유럽의 미술사

손수연 [외]지음609.2/ㄱ572ㅁ;3

16

11월1차 신착 EU011599

생명을 보는 마음:생명과학자의김성호
삶에 깃든
지음생명
470.4/ㄱ782ㅅ
이야기

17

11월1차 신착 EU011600

나의 대답은 오직 과학입니다:천체물리학자의
닐 디그래스 타이슨
443.02/ㅌ25나
우주, 지음;배지은
종교, 철학, 삶에
옮김 대한 101개의 대답들

18

11월1차 신착 EU011601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김사업
불교수업
지음 [큰글자도서]:연기·공·유식·선은
B221/ㄱ755ㅇ
어떻게 삶이 되는

19

11월1차 신착 EU011602

신화 콘서트

20

11월1차 신착 EU011603

여성관음의 탄생:한국 가부장제와
김신명숙
석굴암지음
십일면관음
225.82/ㄱ818ㅇ

21

11월1차 신착 EU011604

종교와 돈의 역사:그 은밀한 관계
시라토리 하루히코
215.84/ㅅ754ㅈ
지음;김현진 옮김

22

11월1차 신착 EU011605

이야기 청소년신학:청소년을 성장하고
딘 보그먼,마상욱
꿈꾸게 235.73/ㅂ846ㅇ
하는
[공]지음
근원적 질문

23

11월1차 신착 EU011606

(생각이 열리고 입이 트이는)인문학
박영규
리스타트
지음 001.3/ㅂ374ㅇ

24

11월1차 희망 EU011607

짝꿍:듀나×이산화

25

11월1차 희망 EU011608

버려진 우주선의 시간:이지아 장편소설
이지아 지음

26

11월1차 희망 EU011609

나의 F코드 이야기:우울에 불안,이하늬
약간의지음
강박과513.85/ㅇ943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27

11월1차 희망 EU011610

(환자와 의사를 위한)유아 혈관종
신효승
이야기
지음

28

11월1차 희망 EU011611

(영양, 운동, 습관, 그리고 한방으로
하동림,문지영
완성하는)우리
598.1/ㅎ127ㅇ
[공]지음
아이 키 성장 비책

29

11월1차 희망 EU011612

빛의 현관

30

11월1차 희망 EU011613

아홉 살 글쓰기 수업:내 아이 미래
허정금
리더지음
만드는802/ㅎ473ㅇ
글쓰기 지침서

31

11월1차 희망 EU011614

말장난:유병재 삼행시집

32

11월1차 희망 EU011615

90일 밤의 미술관:하루 1작품 내이용규
방에서[외]지음
즐기는
606.92/ㅇ828ㄱ
유럽 미술관 투어

33

11월1차 희망 EU011616

아이와 간다면, 캐나다!:아이에게박은정
열어주는
지음즐거운
598.1/ㅂ438ㅇ
영어 교육의 시작

34

11월1차 희망 EU011617

고양이를 버리다:아버지에 대해무라카미
이야기할하루키
때 834/ㅁ666ㄱ
지음;가오 옌 그림;김난주 옮김

35

11월2차 신착 EU011618

(카페에서 읽는)조선사

표학렬 지음

36

11월2차 신착 EU011619

무민의 겨울

토베 얀손 지음;따루
859.7/ㅇ279마
살미넨 옮김

37

11월2차 신착 EU011620

즈우노메 인형:사와무라 이치 장편소설
사와무라 이치 833.6/ㅅ146ㅈ
지음;이선희 옮김

38

11월2차 신착 EU011621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지식생태학자
유영만 유영만
지음 199.1/ㅇ583ㄴ
교수가 들려주는 나무에게 배우는 지혜

39

11월2차 신착 EU011622

무역의 힘:연결의 시대, 우리가 알아야
프레드 할
P. 혹버그
최소한의
326.2/ㅎ591ㅁ
지음;최지희
세계 경제 옮김

40

11월2차 신착 EU011623

생각이 바뀌다 습관이 바뀌다:Changing
한숙종 스텔라
English
740.7/ㅅ728ㅅ
지음
habits:$b교정영어 14일의 홈트

41

11월2차 신착 EU011624

고등쉐프:글로벌쉐프를 향한 첫걸음
이승구 지음

42

11월2차 신착 EU011625

타샤의 원어민 영어=Tash's native
타샤English
리 지음 747.5/ㄹ964ㅌ

김시덕 지음

913/ㄱ816ㅇ;2

609.2/ㄱ572ㅁ;2

김상훈 글;조금희
219/ㄱ766ㅅ
그림

듀나,이산화 [공]지음
813.7/ㄷ89ㅈ
813.7/ㅇ891ㅂ
513.99/ㅅ954ㅇ

요코야마 히데오
833.6/ㅇ517ㅂ
지음;최고은 옮김
유병재 지음

811/ㅇ574ㅁ

911.05/ㅍ56ㅈ

747/ㅇ783ㄱ

43

11월2차 신착 EU011626

(박상효의)영단어 콘서트=English
박상효
vocabulary
지음 concert
744/ㅂ298ㅇ

44

11월2차 신착 EU011627

인류는 어떻게 역사가 되었나:사냥,
헤르만
도살,
파르칭거
도축 902.5/ㅍ13ㅇ
이후
지음;나유신
문자 발명에
옮김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

45

11월2차 신착 EU011628

냉전의 지구사:미국과 소련 그리고
오드제3세계
아르네 베스타
909.5/ㅂ778ㄴ
지음;옥창준 옮김

46

11월2차 신착 EU011629

르몽드 세계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909/ㄷ99ㄹ;3
기획;김계영 옮김

47

11월2차 신착 EU011630

르몽드 세계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909/ㄷ99ㄹ;2
기획;최서연,이주영 [공]옮김

48

11월2차 신착 EU011631

하나일 수 없는 역사:르 몽드 역사
르몽드
교과서
디플로마티크
비평909/ㄷ99ㅎ
기획;고광식 [외]옮김

49

11월2차 신착 EU011632

기원 전후 천년사, 인간 문명의 마이클
방향을 스콧
설계하다:BC508-AD415
지음;홍지영
909.2/ㅅ724ㄱ
옮김

50

11월2차 신착 EU011633

본격 한중일 세계사

굽니시스트 글·그림
910/ㄹ522ㅂ;9

51

11월2차 신착 EU011634

반부패의 세계사

김정수 지음

52

11월2차 신착 EU011635

달콤 살벌한 한·중 관계사:공자 열풍부터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한국전쟁과
349.11/ㅁ358ㄷ
냉전까지,
시민강좌팀
얽히고설킨
지음 두 나라 이야기

53

11월2차 신착 EU011636

시베리아

콜린 더브런 지음;황의방
982.802/ㄷ52ㅅ
옮김

54

11월2차 신착 EU011637

문명과 음악

윤소희 지음

670.13/ㅇ628ㅁ

55

11월2차 신착 EU011638

문화와 음악

윤소희 지음

670.13/ㅇ628마

56

11월2차 신착 EU011639

쇼팽 노트:가장 순수한 음악

앙드레 지드 지음;임희근
670.99/ㄱ271ㅍ;1
옮김

57

11월2차 신착 EU011640

내 친구 쇼팽:시인의 영혼

프란츠 리스트 670.99/ㄱ271ㅍ;2
지음;이세진 옮김

58

11월2차 신착 EU011641

헨델:음악의 세계인

로맹 롤랑 지음;임희근
670.99/ㄱ271ㅍ;3
옮김

59

11월2차 신착 EU011642

쇼팽을 찾아서:비르투오소의 면모들
알프레드 코르토
670.99/ㄱ271ㅍ;4
지음;이세진 옮김

60

11월2차 신착 EU011643

리하르트 바그너:미래의 음악

61

11월2차 신착 EU011644

베토벤과 아홉 교향곡:새로운 세계와의
엑토르 베를리오즈
만남 670.99/ㄱ271ㅍ;6
지음;이충훈 옮김

62

11월2차 신착 EU011645

클래식 vs 클래식=Classic vs Classic:대결하는
김문경 지음 클래식
670.15/ㄱ733ㅋ
듣기의 즐거움

63

11월2차 신착 EU011646

요술봉과 분홍 제복:세일러 문부터
사이토
헬렌미나코
켈러까지,
337.2/ㅅ156ㅇ
지음;권서경
여주인공의
옮김왜곡된 성역할

64

11월2차 신착 EU011647

인생에 예술이 필요할 때:삶을 붙잡고
심상용 싶은
지음 이들에게
600.04/ㅅ968ㅇ
전하는 예술적 위로

65

11월2차 신착 EU011648

욕망의 평화:그림 속 은밀하게 감춰진
나카노 인간의
교코 지음;최지영
또
650.4/ㄴ37아
다른 본성을
옮김 읽다

66

11월2차 신착 EU011649

그림으로 화해하기:관계가 내 마음
김지연
같지지음
않을때,
600.18/ㄱ939ㄱ
그림이 건네는 말

67

11월2차 신착 EU011650

돌로로사 시나가:어느 여성조각가가
소니 빚어낸
카르소노
현대
609.14/ㅋ166ㄷ
지음;김인환
인도네시아의
옮김 초상

68

11월2차 신착 EU011651

식물을 미치도록 사랑한 남자들스테파노 만쿠소
480.99/ㅁ362ㅅ
지음;김현주 옮김

69

11월2차 신착 EU011652

고양이:그 생태와 문화의 역사 사라 브라운 지음;윤철희
527.47/ㅂ956ㄱ
옮김

70

11월2차 신착 EU011653

아이히슈테트의 정원

바실리우스 베슬러
480/ㅂ778ㅇ
지음;원정현 해설

71

11월2차 신착 EU011654

(알수록 쓸모 있는)원소 118

지브레인 편집부
431.14/ㅈ922ㅇ
지음;원형원 옮김

72

11월2차 신착 EU011655

시민과학자, 새를 관찰하다:사계절
조병범
감성지음
탐조 498/ㅈ616ㅅ

73

11월2차 신착 EU011656

잔혹한 진화론:우리는 왜 불완전한가
사라시나 이사오
476.01/ㅅ134ㅈ
지음;황혜숙 옮김

74

11월2차 신착 EU011657

공의회 역사를 걷다:사회사로 읽는
최종원
공의회
지음

75

11월2차 신착 EU011658

페니텐샤:정복당한 이들의 고행노엘
그리고
크리스티안
저항 914.8/ㅁ518ㅍ
A. 모라틸라 지음;이혜주 옮김

76

11월2차 신착 EU011659

철학자의 음악서재, c#:혼돈의 시대,
최대환
사색이
지음 음악을
670.4/ㅊ374ㅊ
만나 삶을 어루만지다

77

11월2차 신착 EU011660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움베르토 에코,리카르도
160/ㅇ326ㄱ;3
페드리가 [공]편저;윤병언 옮김

78

11월2차 신착 EU011661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움베르토 에코,리카르도
160/ㅇ326ㄱ;1
페드리가 [공]편저;윤병언 옮김

79

11월2차 신착 EU011662

반전이 있는 미국사:미국인들도권재원
모르는지음
진짜 미국
942/ㄱ534ㅂ
이야기

80

11월2차 신착 EU011663

그리스 로마 인문학 산책:7일에 캐롤라인
완성하는 타가트,빌
서양219.21/ㅌ11ㄱ
고전의
월리스
모든[공]지음;서정원
것
옮김

81

11월2차 신착 EU011664

차이나는 클라스:의학·과학 편 - JTBC
질병·인체·유해물질
<차이나는
001.3/ㅈ554ㅊ;5
클라스> 제작팀 지음

82

11월2차 신착 EU011665

내 마음을 설레게 한 세상의 도서관들:책의
조금주 지음 집,026/ㅈ586ㄴ
그 미래를 찾아 떠난 여행

83

11월2차 희망 EU011666

우리 중 하나가 다음이다:캐런 M.
캐런
맥매너스
M. 맥매너스
장편소설
843/ㅁ384ㅇ
지음;이영아 옮김

84

11월2차 희망 EU011667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캐런
캐런M.M.맥매너스
맥매너스
843/ㅁ384ㄴ
장편소설
지음;이영아 옮김

85

11월2차 희망 EU011668

(7대 이슈로 보는)돈의 역사

홍춘욱 지음

320.9/ㅎ687ㄷ;2

86

11월2차 희망 EU011669

힘들 때 먹는 자가 일류:식욕

손기은 지음

818/ㅅ446ㅎ

87

11월2차 희망 EU011670

초등 노트 필기의 기술:온라인 수업에서
서휘경 [외]지음
자기 주도
598.6/ㅅ322ㅊ
학습까지

88

11월2차 희망 EU011671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기술 빅뱅이
대니얼
뒤바꿀
서스킨드
일의
331.54/ㅅ256ㄴ
표준과
지음;김정아
기회 옮김

909/ㄱ913ㅂ

샤를 보들레르 670.99/ㄱ271ㅍ;5
지음;이충훈 옮김

238.26/ㅊ668ㄱ

89

11월2차 희망 EU011672

파이어족이 온다:금융위기 후 전스콧
세계리킨스
젊은이들을
지음;박은지
327.04/ㄹ964ㅍ
사로잡은
옮김
라이프스타일 혁명

90

11월2차 희망 EU011673

천수다라니와 앙코르와트:앙코르와트
전재성유적의
지음 종교철학적
223.59/ㅈ316ㅊ
이해

91

11월2차 희망 EU011674

시체 찾는 아이들=Corpse hunt시모무라 아쓰시
833.6/ㅅ762ㅅ
지음;최재호 옮김

92

11월2차 희망 EU011675

유랑의 달:나기라 유 장편소설 나기라 유 지음;정수윤
833.6/ㄴ23ㅇ
옮김

11월 2차 희망·신착 인계인수서(2020.11.3.(화)~11.9.(월))
순번

구분

등록번호

도서명

저자

도서기호

비고

1

11월1차 신착 CU008203

행복한 장례식

맷 제임스 글·그림;김선희
유843/ㅈ554ㅎ
옮김

2

11월1차 신착 CU008204

울보 꼬마

이마무라 아시코
유833.8/ㅇ722ㅇ
글;사카이 고마코 그림;조혜숙 옮김

3

11월1차 신착 CU008205

숨바꼭질이야?

셰리 딜라드 글;제스
유843/ㄷ99ㅅ
포웰스 그림;김은재 옮김

4

11월1차 신착 CU008206

신비한 새 친구

그레이엄 카터 유843/ㅋ318ㅅ
글·그림;루이제 옮김

5

11월1차 신착 CU008207

네 이름이 뭐라고?!

케스 그레이 글;니키
유843/ㄱ556ㄴ
다이슨 그림;김서정 옮김

6

11월1차 신착 CU008208

이불이 좋아

김도아 지음

7

11월1차 신착 CU008209

철거하는 빵빵 친구들

셰리 더스키 린커
유843/ㄹ986ㅊ
글;AG 포드 그림;최은영 옮김

8

11월1차 신착 CU008210

아파트 공룡

이현희 글·그림유808.9/ㅂ854바;10

9

11월1차 신착 CU008211

꼬마 거미 당당이

유명금 지음

10

11월1차 신착 CU008212

999마리 개구리 형제의 이사 대소동
키무라 켄 글;무라카미
유833.8/ㅋ924ㄱ
야스나리 그림;정희수 옮김

11

11월1차 신착 CU008213

타타의 커다란 날개

심명자 글;오주원
유813.8/ㅇ527ㄱ;36
그림

12

11월1차 신착 CU008214

달님이 본 것은?

브라이언 와일드스미스
유843/ㅇ483ㄷ
지음;우순교 옮김

13

11월1차 신착 CU008215

13일의 단톡방

방미진 글;국민지
아813.8/ㅂ638ㅅ
그림

14

11월1차 신착 CU008216

방귀 교실

신채연 글;임미란
아813.8/ㅅ934ㅂ
그림

15

11월1차 신착 CU008217

파랑새 시인, 한하운

한영미 글;신진호
아998.8/ㅎ333ㅍ
그림

16

11월1차 신착 CU008219

(똑똑해지는)수수께끼 505

도토리창작연구소
아388/ㄷ82ㅅ
글;우쿠쥐 그림

17

11월1차 신착 CU008220

고양이 소녀 키티

폴라 해리슨 글;제니
아843/ㅎ435ㄱ;1
뢰블리 그림;최현경 옮김

18

11월1차 신착 CU008221

너무 진화한 생물 도감

이마이즈미 타다아키
아472/ㅇ722ㄴ
지음;고나현 옮김

19

11월2차 신착 CU008222

이상하게 재밌는 인체 과학:어렵고
존 판던
따분한
글;팀
과학책은
허친슨
아511/ㅍ22ㅇ
지구에서
그림;김맑아
사라져라
옮김

20

11월2차 신착 CU008223

밥에서 똥까지

알렉산드라 미지엘린스카,다니엘
아511/ㅁ928ㅂ
미지엘린스키 [공]글·그림;김

21

11월2차 신착 CU008224

뿐뿐 과학 도감:우주

와타나베 준이치
아443.1/ㅇ485ㅂ
지음;이토 미쓰루 그림;정인영 옮김

22

11월2차 신착 CU008225

뿐뿐 과학 도감:원소

와카바야시 후미타카
아431.1/ㅇ484ㅂ
지음;이토 미쓰루 그림;정인영 옮김

23

11월2차 신착 CU008226

대화 잘하는 법:사회성 좋은 아이!
공창형대화학습연구소
배려심 있는아189/ㄱ433ㄷ
아이! 엮음;다카다 가즈야 그림;서수지 옮김

24

11월2차 신착 CU008227

(나도 될 수 있다!)과학 수사대 클로디아 마틴 아367.4/ㅁ344ㄱ
글;케이티 키어 그림;이계순 옮김

25

11월2차 신착 CU008228

(세계를 한 눈에)왁실덕실 나라 마쓰모토
축제
리에코
아082/ㅊ242ㅊ;13
글;다케나가 에리 그림;김소연 옮김

26

11월2차 신착 CU008229

공룡 지구 대탈출:진화 공룡 트로오
하네다
이야기
세쓰코 아457/ㅎ119ㄱ
글;마쓰오카 다쓰히데 그림;박지석 옮김

27

11월2차 신착 CU008230

블랙홀이 뭐예요?:초등학생을 위한
미네시게
세상에서
신 글;구라베
가장
아443.8/ㅁ792ㅂ
쉬운교코
천체그림;전희정
물리학
옮김

28

11월2차 신착 CU008231

단단하게 터널

너머학교 지음;무샤노코지
아540/ㄴ57ㄷ
아키코 그림;엄혜숙 옮김

29

11월2차 신착 CU008232

튼튼하게 다리

너머학교 지음;야마다
아540/ㄴ57타
가즈아키 그림;최진선 옮김

30

11월2차 신착 CU008233

나도 수학 좀 좋아해 볼까?

베서니 바튼 글·그림;이정희
아410/ㅂ162ㄴ
옮김

31

11월2차 신착 CU008234

손을 씻어요!

매트 카 지음;김아림
유843/ㅋ176ㅅ
옮김

32

11월2차 신착 CU008235

날쌘 담비야

최태영 글;심재원
유408/ㅁ752ㅂ;16
그림

33

11월2차 신착 CU008236

앗, 고래 길이가 궁금해!

앨리슨 리멘타니
유410/ㄹ896ㅇ;1
지음;박하람 옮김

34

11월2차 신착 CU008237

앗, 무당벌레 무게가 궁금해!

앨리슨 리멘타니
유410/ㄹ896ㅇ;2
지음;박하람 옮김

35

11월2차 신착 CU008238

앗, 티라노사우루스 크기가 궁금해!
앨리슨 리멘타니
유410/ㄹ896ㅇ;3
지음;박하람 옮김

36

11월2차 신착 CU008239

용선생이 간다:세계 문화 여행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아980.2/ㅅ174ㅇ;1
글;김지희,전성연 [공]그림

37

11월2차 신착 CU008240

용선생이 간다:세계 문화 여행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아980.2/ㅅ174ㅇ;2
글;뭉선생,윤효식 [공]그림

38

11월2차 신착 CU008241

용선생이 간다:세계 문화 여행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아980.2/ㅅ174ㅇ;3
글;김지희,전성연 [공]그림

39

11월2차 신착 CU008242

용선생이 간다:세계 문화 여행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아980.2/ㅅ174ㅇ;5
글;강신영 그림

유375.1/ㄱ711ㅇ

유813.8/ㅇ573가

순번

구분

등록번호

도서명

저자

도서기호

비고

40

11월2차 신착 CU008243

용선생이 간다:세계 문화 여행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아980.2/ㅅ174ㅇ;4
글;강신영 그림

41

11월2차 신착 CU008244

용선생이 간다:세계 문화 여행 사회평론 역사연구소
아980.2/ㅅ174ㅇ;6
글;뭉선생,윤효식 [공]그림

42

11월2차 신착 CU008245

우리말을 알려 드립니다:남다른유영진
말하기글;임윤미
글쓰기를
아710/ㅇ584ㅇ
그림
위한 우리말 부려쓰기

43

11월2차 신착 CU008246

(500원 토끼)퀴즈를 풀어라!:먹방편
하얀콩,유우 [공]글·그림
아031/ㅎ179ㅋ

44

11월2차 신착 CU008247

돋보기 군, 우리 집에서 과학을 우에타니
찾아줘!:집에서
부부 아404/ㅇ536ㄷ
지음;오승민
만나는 알쏭달쏭
옮김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45

11월2차 신착 CU008248

세상 모든 차별:더 이상 침묵하지
엠마
않기
스트라크
위해 아334.2/ㅅ734ㅅ
글;마리아 프라드 그림;김휘택 옮김

46

11월2차 신착 CU008249

(개성만점)동물 똥 퀴즈

47

11월2차 신착 CU008250

그리스 로마 신화:만화로 읽는 초등
박시연
인문학
글;최우빈
아219.2/ㅂ364ㄱ;19
그림

48

11월2차 신착 CU008251

아름답고 놀라운 옷의 세계

엠마 데이먼 글·그림;이효선
유592/ㄷ56ㅇ옮김

49

11월2차 신착 CU008252

으아앙 데었을 때

김삼동 글·그림유375.1/ㄱ756ㅇ;1

50

11월2차 신착 CU008253

으아앙 전기에 감전됐을 때

김삼동 글·그림유375.1/ㄱ756ㅇ;4

51

11월2차 신착 CU008254

으아앙 금속에 베었을 때

김삼동 글·그림유375.1/ㄱ756ㅇ;2

52

11월2차 신착 CU008255

으아앙 떨어졌을 때

김삼동 글·그림유375.1/ㄱ756ㅇ;5

53

11월2차 신착 CU008256

으아앙 이물질을 삼켰을 때

김삼동 글·그림유375.1/ㄱ756ㅇ;3

54

11월2차 희망 CU008257

손으로 보는 아이, 카밀

토마시 마우코프스키
아892.9/ㅁ244ㅅ
글;요안나 루시넥 그림;최성은 옮김

55

11월2차 희망 CU008258

신기한 스쿨 버스 키즈

조애너 콜 글;브루스
아404/ㅋ638ㅅ;28
디건 그림;이강환 옮김

56

11월2차 희망 CU008259

케이크를 먹는 나라

김희진 글·그림유813.8/ㄱ998ㅋ

57

11월2차 희망 CU008260

(진짜? 가짜?)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김진욱 글;백선웅
아004.7/ㄱ943ㄱ
그림

58

11월2차 희망 CU008261

호랑이 셰프랑 뚝딱 초등 글쓰기서지원 지음;고담
아802/ㅅ294ㅎ
그림

59

11월2차 희망 CU008262

숲속 별별 상담소

신전향 글;영민아813.8/ㅅ898ㅅ
그림

60

11월2차 희망 CU008263

작은 별의 전설

박영옥 글;남성훈
아813.8/ㅂ376ㅈ
그림

61

11월2차 희망 CU008264

(작고 똑똑한 늑대의)좀 어리석은
헤이스
여행기
판 데르아859.3/ㅎ139ㅈ
하먼 글;하네커 시멘스마 그림;오현지 옮김

62

11월2차 희망 CU008265

흙은 지구 지킴이

이마이즈미 다다아키
아490/ㅇ722ㄷ
지음;김한나 옮김

박지선 글;원유성
아450/ㅂ518ㅎ
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