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라! 북캉스 독서릴레이 선정도서
연번

등록번호

서명

저작자

발행자

청구기호

1

ACM000155517 고양이 펠리체의 사뿐사뿐 세계 여행

조반나 조볼리 글;시모나 물라차니 그림;유지연 옮김

2

ACM000155518 고양이 펠리체의 사뿐사뿐 세계 여행

조반나 조볼리 글;시모나 물라차니 그림;유지연 옮김

찰리북

E 883-조45고

3

ACM000155519 세계 시장, 어디까지 가 봤니?

미아 카사니 글;베아트리스 카스트로 그림;김정하 옮김 Mint Rabbit(민트래빗)

찰리북

E 883-조45고
J 980.2-카52세

4

ACM000155520 세계 시장, 어디까지 가 봤니?

미아 카사니 글;베아트리스 카스트로 그림;김정하 옮김 Mint Rabbit(민트래빗)

J 980.2-카52세

5

ACM000155521 작고 똑똑한 늑대의 좀 어리석은 여행기

헤이스 판 데르 하먼 글;하네커 시멘스마 그림;오현지 옮김

바둑이하우스

J 859.3-하34작

6

ACM000155522 작고 똑똑한 늑대의 좀 어리석은 여행기

헤이스 판 데르 하먼 글;하네커 시멘스마 그림;오현지 옮김

바둑이하우스

J 859.3-하34작

7

ACM000155523 기차 타고 떠나는 여행

마고 린 글;브라이언 피츠제럴드 그림;달보름 옮김

키즈엠

E 843-린32기

8

ACM000155524 기차 타고 떠나는 여행

마고 린 글;브라이언 피츠제럴드 그림;달보름 옮김

키즈엠

E 843-린32기

9

ACM000155525 꿈이 신기한 요나스

후베르트 쉬르네크 글;실비아 그라우프너 그림;유혜자 옮김

시금치

E 853-쉬297꿈

10

ACM000155526 꿈이 신기한 요나스

후베르트 쉬르네크 글;실비아 그라우프너 그림;유혜자 옮김

시금치

E 853-쉬297꿈

11

ACM000155527 기차 타고 부산에서 런던까지

정은주 글;박해랑 그림

키다리

J 980.2-정67기

12

ACM000155528 밤 기차 여행

로버트 버레이 글;웬델 마이너 그림;민유리 옮김

키위북스

E 843-버294밤

13

ACM000155529 밤 기차 여행

로버트 버레이 글;웬델 마이너 그림;민유리 옮김

키위북스

E 843-버294밤

14

ACM000155530 오리를 따라갑니다

매그너스 웨이트먼 글·그림;엄혜숙 옮김

풀과바람

E 843-웨68오

15

ACM000155531 오리를 따라갑니다

매그너스 웨이트먼 글·그림;엄혜숙 옮김

풀과바람

E 843-웨68오

16

ACM000155532 타이어 월드 : 조미자 그림책

조미자 글 그림

핑거

E 813.8-조38타

17

ACM000155533 타이어 월드 : 조미자 그림책

조미자 글 그림

핑거

E 813.8-조38타

18

ACM000155534 질문하는 우산

알렉스 쿠소 글;에바 오프레도 그림;김세영 옮김

위즈덤하우스

J 863-쿠55질

19

ACM000155535 질문하는 우산

알렉스 쿠소 글;에바 오프레도 그림;김세영 옮김

위즈덤하우스

J 863-쿠55질

20

ACM000155536 무스와 브라운 씨 : 반짝반짝 아이디어 여행

폴 스미스 글;샘 어셔 그림

바바

E 843-스386무

21

ACM000155537 무스와 브라운 씨 : 반짝반짝 아이디어 여행

폴 스미스 글;샘 어셔 그림

바바

E 843-스386무

22

ACM000155538 안녕, 나는 전주야 : 어린이 전주 가이드북

이나영 글;정지윤;임희주 [공]그림 상상력놀이터 J 980.24-안194-5

23

ACM000155539 안녕, 나는 전주야 : 어린이 전주 가이드북

이나영 글;정지윤;임희주 [공]그림 상상력놀이터 J 980.24-안194-5

24

ACM000155540 여름방학 제주

전정임 글;김혜원 그림

안녕로빈

J 981.1-전74여

25

ACM000155541 여름방학 제주

전정임 글;김혜원 그림

안녕로빈

J 981.1-전74여

26

ACM000155544 (책을 펼치면 어디서든)방구석 달나라 여행

움베르토 귀도니;안드레아 발렌테 [공]지음;수지 자넬라 그림;황정은 옮김

국민출판

J 443-귀25방

27

ACM000155545 두근두근 펭귄 유람선

노하나 하루카 지음

문공사

J 833.6-노92두

28

ACM000155546 안녕, 나는 해외여행을 떠나 : 어린이 해외여행가이드북

이나영 글;박정은 그림

상상력놀이터

J 980.24-안194-6

29

ACM000155547 안녕, 나는 해외여행을 떠나 : 어린이 해외여행가이드북

이나영 글;박정은 그림

상상력놀이터

J 980.24-안194-6

30

ACM000155548 우주선 말고 비행기는 처음이야 : 우주 슈퍼 스타의 공항 가는 날

윤잼잼 글·그림

한겨레아이들

J 980.2-윤73우

31

ACM000155549 우주선 말고 비행기는 처음이야 : 우주 슈퍼 스타의 공항 가는 날

윤잼잼 글·그림

한겨레아이들

J 980.2-윤73우

32

ACM000155550 이름 없는 고양이

다케시타 후미코 글;마치다 나오코 그림;고향옥 옮김

살림출판사 E 833.8-다874이

33

ACM000155551 이름 없는 고양이

다케시타 후미코 글;마치다 나오코 그림;고향옥 옮김

살림출판사 E 833.8-다874이

34

ACM000155552 소원 들어주는 풍선껌

정은정 글;권송이 그림

주니어김영사

J 813.8-정675소

35

ACM000155553 소원 들어주는 풍선껌

정은정 글;권송이 그림

주니어김영사

J 813.8-정675소

36

ACM000155554 고양이와 생쥐의 어느 멋진 날

조반나 초볼리 글;리사 단드레아 그림;주효숙 옮김

어린이나무생각:나무생각

E 883-초45곤

37

ACM000155555 고양이와 생쥐의 어느 멋진 날

조반나 초볼리 글;리사 단드레아 그림;주효숙 옮김

어린이나무생각:나무생각

E 883-초45곤

38

ACM000155556 한 줌의 모래

시빌 들라크루아 글·그림;임영신 옮김 북스토리아이

E 808.91-책685-27

39

ACM000155557 한 줌의 모래

시빌 들라크루아 글·그림;임영신 옮김 북스토리아이

E 808.91-책685-27

40

ACM000155558 여름휴가 전날 밤

미야코시 아키코 글·그림;김숙 옮김 북뱅크

E 833.8-미635여

41

ACM000155559 여름휴가 전날 밤

미야코시 아키코 글·그림;김숙 옮김 북뱅크

E 833.8-미635여

42

ACM000155560 흰곰 가족의 신나는 여름휴가

오오데 유카코 글·그림;김영주 옮김 북스토리아이 E 808.91-책685-30

43

ACM000155561 흰곰 가족의 신나는 여름휴가

오오데 유카코 글·그림;김영주 옮김 북스토리아이 E 808.91-책685-30

44

ACM000155562 낡은 타이어의 두 번째 여행

자웨이 글;주청량 그림;나진희 옮김 노란상상

E 808.9-노292-46

45

ACM000155563 낡은 타이어의 두 번째 여행

자웨이 글;주청량 그림;나진희 옮김 노란상상

E 808.9-노292-46

46

ACM000155564 마르완의 여행

파트리시아 데 아리아스 글 ;라우라 보라스 그림 ;이선영 옮김

HB(에이치비)

E 873-아298마

47

ACM000155565 마르완의 여행

파트리시아 데 아리아스 글 ;라우라 보라스 그림 ;이선영 옮김

HB(에이치비)

E 873-아298마

48

ACM000155566 나만의 바다

쿄 매클리어 글;캐티 모리 그림;권예리 옮김 바다는기다란섬

E 843-매8775나

49

ACM000155567 나만의 바다

쿄 매클리어 글;캐티 모리 그림;권예리 옮김 바다는기다란섬

E 843-매8775나

50

ACM000155568 바다 레시피

윤예나 지음;서평화 그림

노란상상

E 808.9-노292-71

51

ACM000155569 바다 레시피

윤예나 지음;서평화 그림

노란상상

E 808.9-노292-71

52

ACM000155570 수영장에 갔어요

생각연필 글;조양호 그림

대원

E 372.42-생12수

53

ACM000155571 수영장에 갔어요

생각연필

대원

E 372.42-생12수

54

ACM000155572 스플래시

찰리 하워드 글;오영은 그림;김수진 옮김

그린북

J 843-하66스

55

ACM000155573 스플래시

찰리 하워드 글;오영은 그림;김수진 옮김

그린북

J 843-하66스

56

ACM000155574 여름이 왔어요

박경원 글·그림

삼성당

J 813.8-박145여

57

ACM000155575 여름이 왔어요

박경원 글·그림

삼성당

J 813.8-박145여

58

ACM000155576 자두의 여름 이야기

이빈 원작;박현숙 글;수염 그림

채우리:학산문화사

J 813.8-이48작-4

59

ACM000155577 자두의 여름 이야기

이빈 원작;박현숙 글;수염 그림

채우리:학산문화사

J 813.8-이48작-4

60

ACM000155578 코나의 여름 : 이마리 장편동화

이마리 글;최윤지 그림

나무와숲

J 813.8-이321코

61

ACM000155579 코나의 여름 : 이마리 장편동화

이마리 글;최윤지 그림

나무와숲

J 813.8-이321코

62

ACM000155580 나도 수영하고 싶어

우테 크라우제 지음;배명자 옮김

을파소:북이십일 을파소

J 853-을892미-5

63

ACM000155581 나도 수영하고 싶어

우테 크라우제 지음;배명자 옮김

을파소:북이십일 을파소

J 853-을892미-5

64

ACM000155582 여름밤의 꿈

빙버 지음;김승일,전영매 옮김 경지출판사 J 823.7-빙44여

65

ACM000155583 여름밤의 꿈

빙버 지음;김승일,전영매 옮김 경지출판사 J 823.7-빙44여

66

ACM000155584 페르디의 여름밤

줄리아 롤린슨 글;티파니 비키 그림;이은주 옮김

느림보

E 843-롤298페

67

ACM000155585 페르디의 여름밤

줄리아 롤린슨 글;티파니 비키 그림;이은주 옮김

느림보

E 843-롤298페

68

ACM000155586 여름의 아이들

캐스린 오. 갤브레이스 글;아델라 폰스 그림;초록색연필 옮김

키즈엠

E 843-갤47여

69

ACM000155587 여름의 아이들

캐스린 오. 갤브레이스 글;아델라 폰스 그림;초록색연필 옮김

키즈엠

E 843-갤47여

70

ACM000155588 여름의 방문

가가쿠이 히로시 글·그림;안혜은 옮김

키즈엠

E 833.8-가12여

71

ACM000155589 여름의 방문

가가쿠이 히로시 글·그림;안혜은 옮김

키즈엠

E 833.8-가12여

72

ACM000155590 칩, 바다를 지켜 줘!

카일리 하워스 글·그림;한소영 옮김 키즈엠

E 843-하66칩

73

ACM000155591 칩, 바다를 지켜 줘!

카일리 하워스 글·그림;한소영 옮김 키즈엠

E 843-하66칩

74

ACM000155592 한여름 꽃밭에서

주미경 글;김영미 그림

키즈엠

E 813.8-주38한

75

ACM000155593 한여름 꽃밭에서

주미경 글;김영미 그림

키즈엠

E 813.8-주38한

76

ACM000155594 오오오!

애런 레이놀즈 글;댄 샌탯 그림;도담도담 옮김

키즈엠

E 843-레685오

77

ACM000155595 오오오!

애런 레이놀즈 글;댄 샌탯 그림;도담도담 옮김

키즈엠

E 843-레685오

78

ACM000155596 겨울을 싫어하는 북극곰

세브린 비달 글;마르크 마예프스키 그림;손시진 옮김

키즈엠

E 863-비225겨

79

ACM000155597 겨울을 싫어하는 북극곰

세브린 비달 글;마르크 마예프스키 그림;손시진 옮김

키즈엠

E 863-비225겨

80

ACM000155598 요요요 따라쟁이야! : 노란 여우의 여름

윤재인 글;사카베 히토미 그림 느림보

E 813.8-윤73요

81

ACM000155599 요요요 따라쟁이야! : 노란 여우의 여름

윤재인 글;사카베 히토미 그림 느림보

E 813.8-윤73요

82

ACM000155600 누에콩과 친구들의 하늘하늘 풀놀이

나카야 미와 글.그림;김난주 옮김

웅진주니어:웅진씽크빅

E 808-웅78-209

83

ACM000155601 누에콩과 친구들의 하늘하늘 풀놀이

나카야 미와 글.그림;김난주 옮김

웅진주니어:웅진씽크빅

E 808-웅78-209

84

ACM000155602 여름날, 바다에서

파울라 카르보넬 글;마저리 푸르쉐 그림;성소희 옮김

달리

E 873-카297여

85

ACM000155603 여름날, 바다에서

파울라 카르보넬 글;마저리 푸르쉐 그림;성소희 옮김

달리

E 873-카297여

86

ACM000155604 여름맛

천미진 글;신진호 그림

키즈엠

E 813.8-천38여

87

ACM000155605 여름맛

천미진 글;신진호 그림

키즈엠

E 813.8-천38여

88

ACM000155606 여름,

이소영 글.그림

글로연

E 808.91-글295-17

89

ACM000155607 여름,

이소영 글.그림

글로연

E 808.91-글295-17

90

ACM000155608 비를 좋아하는 장화

김난지 글;조은비후 그림

봄개울

E 813.8-김1922비

91

ACM000155609 비를 좋아하는 장화

김난지 글;조은비후 그림

봄개울

E 813.8-김1922비

92

ACM000155610 금붕어의 여름방학

샐리 로이드존스 글;레오 에스피노사 그림;이원경 옮김

보림

E 843-로685금

93

ACM000155611 금붕어의 여름방학

샐리 로이드존스 글;레오 에스피노사 그림;이원경 옮김

보림

E 843-로685금

94

ACM000155612 두 발을 담그고 : 조미자 그림책

조미자 글·그림

핑거

E 813.8-조38두

95

ACM000155613 두 발을 담그고 : 조미자 그림책

조미자 글·그림

핑거

E 813.8-조38두

96

ACM000120107

릴리의 세계 여행

페기 닐 지음 ; 박현철 옮김

삼성출판사E863-알44-4

97

ACM000087325

머나먼 여행

에런 베커 지음

웅진주니어E808-웅78-88=2

98

ACM000125069

방방곡곡 한국지리 여행 : 어디까지 가 봤니?

김은하 지음 ; 긴리 그림

봄나무

99

ACM000152783

할머니의 용궁 여행

권민조 글.그림

천개의바람E808.91-바292-91

100 ACM000146767

열세 살의 여름

이윤희 지음

창비

101 ACM000134547

나는 여름방학 중독이에요

박효미 글 ; 김유대 그림

미래엔아이세움
J808.9-익52-60

102 ACM000110652

(맴맴 우는 여름 손님)매미

도토리나무 글 ; 박종배 그림 글뿌리

103 ACM000078243

촉촉한 여름 숲길을 걸어요

김슬기 글·그림

시공주니어E481.5-네44-2

104 ACM000119681

쨍쨍 여름 마당

글: 김용택 ; 그림: 고광삼

웅진씽크빅E813.8-김65쨍

J981.1-김67방=2
J813.8-이66열=2
J408-호18글-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