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서명

저자

발행자

1
2

아동 883-별44ㄱ-v.1
아동 470-신67ㅈ

(등골이 오싹~재미난)괴물 책
(만화)자연도감

페베 실라니 지음 ; 오희 옮김
신응섭 글·그림

좋은꿈
진선

아동 470-황14ㅈ

(만화로 배우는) 주제별 생태놀이

황경택 지음

황소걸음

4
5
6

AM0000118066
AM0000005552
AM000009883
0
AM0000092201
AM0000131007
AM0000013957

아동 069-세14ㅎ-v.4
아동 808.9-신192ㅆ-v.33
아동 480.25-도885ㅂ=3

(미리가 본)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을 나온)긴손가락사우루스
(세밀화로 그린)보리 어린이 식물도감

7

AM0000138582

아동 813.8-공895ㅅ-v.1

(신비아파트) 오싹오싹 무서운 이야기. 1

8

AM0000111429

아동 816.7-오86ㅈ

(아빠랑 은별이랑)지리산 그림여행

오치근 ; 오은별 지음

토마토하우
스

9

AM000012846
7
AM000013402
8
AM0000118060
AM0000113522
AM000009790
0

아동 911.05-그298ㅇ-v.6

(역사를 비추는 거울) 조선왕조실록

김현영 글 ; 고정순 그림

열린어린이

미토 글그림

단비어린이
마술피리
문학동네
크레용하우
스

14

캐서린 징크스 글 ; 정다워 옮김
이상권 글 ; 이광익 그림
수지 모건스턴 글 ; 윤희동 그림 ;
김영신 옮김
무라카미 시이코 글 ; 하세가와
요시후미 그림 ; 김숙 옮김
조지욱 글 ; 김동성 그림
사토우치 아이 글 ; 마쓰오카
다스히데 그림 ; 김창원 옮김
꾸꾸 글 ; 세키 나츠코 그림 ;
김난령 옮김
윌리엄 재스퍼슨 지음 ; 척
에카르트 그림 ; 이은주 옮김
레나 안데르손 글·그림 ; 김동재
옮김
양연주 글 ; 조윤희 그림
민느 글 ; 나탈리 포르티에 그림 ;
이정주 옮김
신동경 글, 김재환 그림
데이비드 스즈키 ; 사라 엘리스
지음 ; 시나 롯 그림 ; 전광철
옮김
이희주 글 ; 이나영 그림
학연사 편 ; 김정화 옮김

길벗스쿨

3

아동 808.9-팝875ㅁ-v.9
아동 808.9-반22ㅁ-v.30

간질간질 여름이좋아 : 별별마을 별난토끼
여름
검은 벽에 숨겨진 비밀
귀신 전성시대

아동 863-다298ㅋ-v.2

내 생애 최고의 캠핑

AM0000118085

아동 833.8-무29ㄴ

냉장고의 여름방학

15

AM0000130728

아동 981.1-똑25ㄴ-v.3

느영나영 제주

16

AM0000005716

아동 699-사885ㅁ

모험도감

17

AM0000133622

아동 549-꾸16ㅂ

비둘기 꾸꾸의 세계 건축 여행

18

AM000000174
8

아동 808.9-난83-v.3-18

숲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9

AM0000125351

아동 859.7-안24ㅅ

스티나의 여름

20

아동 375.2-생12ㅋ-v.4

시끌벅적 여름 캠핑

아동 808.9-문15ㅈ-v.18

여름이 좋아

22

AM0000112440
AM000009467
7
AM0000081270

아동 498-신25ㅇ

여름이의 개울 관찰 일기

23

AM0000110439

아동 843-스77ㅇ

연어 숲에서

24

AM0000137210

아동 375.2-초27ㅈ-v.7

25

AM0000137694

아동 691-학64ㅊ

와글와글 떠들썩한 여름으로 떠나요
출발! 과학 보드게임 : 놀면서 배우는
즐거운 주사위 놀이가 18개

10
11
12
13

21

아동 808.9-무78ㄷ-v.2

오명숙 지음
박진영 지음
도토리 기획
GBN ; 잇츠플레이 [공]글 ;
그림

한림
씨드북
보리
GBN

서울문화사

북뱅크
나는별
진선출판사
길벗어린이
비룡소
청어람아이
키다리
어린이작가
정신
천둥거인
고래이야기
조선Boo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