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명 가나다순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출간일

1 강아지 현덕 글, 전미화 그림 개암나무 2014-07-01

2 베개 애기 송창일 글, 이영림 그림 개암나무 2014-09-30

3 양말모자 김미숙 글, 박미정 그림 계수나무 2014-11-10

4 두근두근 이석구 글, 그림 고래이야기 2015-09-25

5 비 이주영 글, 박소정 그림 고인돌 2015-10-25

6 으라차차 큰 일꾼 정해왕 글, 이승현 그림 국민서관 2015-05-29

7 재주꾼 동무들 김효숙 글, 김유대 그림 길벗어린이 2015-06-05

8 배추흰나비 알 100개는 어디로 갔을까? 권혁도 글, 그림 길벗어린이 2015-03-01

9 서당 개 삼년이 정하섭 글, 김규택 그림 길벗어린이 2014-07-15

10 색깔 도난 사건 박혜린 글, 이수아 그림 꿈꾸는달팽이 2015-09-01

11 까불지 마! 강무홍 글, 조원희 그림 논장 2015-06-22

12 노아의 방 송혜승 글, 그림 논장 2015-02-05

13 생태 통로 김황 글, 안은진 그림 논장 2015-09-22

14 꽃살문 김지연 글 , 그림 느림보 2014-05-26

15 덩쿵따 소리 씨앗 이유정 글, 그림 느림보 2013-11-22

16 커다란 사과가 데굴데굴 심미아 글, 그림 느림보 2014-09-16

17 팥죽 한 그릇 오은영 글, 오승민 그림 느림보 2014-12-22

18 어떤 가구가 필요하세요? 이수연 글, 그림 리젬 2015-09-17

19 우주 미용실 남궁선 글, 그림 리젬 2014-11-25

20 누구랑 가? 백미숙 글, 서현 그림 리틀씨앤톡 2014-09-29

21 도깨비가 꼼지락 꼼지락 김성범 미래아이 2015-10-30

22 대장이 위험해! 김영주 글, 서미경 그림 미래아이 2015-05-26

23 까르르 깔깔 이상교 글, 길고은이 그림 미세기 2015-09-20

24 글자 셰이크 홍하나 글, 그림 바람의아이들 2015-05-30

25 엄마의 품 박철 시, 김재홍 그림 바우솔 2015-05-08

26 펭귄 랄랄라 이명애 글, 그림 반달 2015-01-15

27 밤이 되었습니다 주리별 글, 그림 반달 2014-11-01

28 잠잠깨비 이연실 글, 김향수 사진 반달 2013-12-01

29 아빠하고 나하고 봄나들이 가요 양상용 글, 그림 보리 2015-05-11

30 도깨비 방망이 홍영우 글, 그림 보리 2014-09-15

31 달밤 이혜리 글, 그림 보림 2013-11-25

32 엄마에게 서진선 글, 그림 보림 2014-06-16

33 호랑나비와 달님 장영복 글, 이혜리 그림 보림 2015-07-25

34 참새 잡으러 갈까? 정주일 글, 배종숙 그림 봄볕 2015-09-01

35 한밤의 선물 홍순미 글, 그림 봄봄 2015-01-15

36 우리 아빠는 외계인 남강한 글, 그림 북극곰 2015-09-28

37 괴물이 나타났다! 신성희 글, 그림 북극곰 2014-08-19

38 어치와 참나무 이순원 글, 강승은 그림 북극곰 2014-09-28

39 사자가 작아졌어! 정성훈 글, 그림 비룡소 2015-06-05

40 걱정을 깜박한 꼬물이 민정영 글, 그림 비룡소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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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출간일

41 마을 뒷산에 옹달샘이 있어요 김성호 글, 이승원 그림 비룡소 2015-08-10

42 안녕, 폴 센 우 글, 그림 비룡소 2014-02-28

43 깜박깜박 도깨비 권문희 글, 그림 사계절 2014-05-12

44 우주 최고 만화가가 되겠어! 김홍모 글, 그림 사계절 2014-03-12

45 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김용택 글, 정순희 그림 사계절 2015-04-15

46 어디에 있을까? 이재희 글, 그림 시공주니어 2015-07-05

47 특별한 친구들 경혜원 글, 그림 시공주니어 2014-10-25

48 해는 희고 불은 붉단다 길상효 글, 조은정 그림 씨드북 2015-08-30

49 맹꽁이야, 이제 넌 어디서 살아? 녹색연합 글, 윤봉선 그림 웃는돌고래 2015-01-15

50 위를 봐요! 정진호 글, 그림 은나팔 2014-02-25

51 팔랑팔랑 천유주 글, 그림 이야기꽃 2015-03-26

52 대추 한 알 장석주 글, 유리 그림 이야기꽃 2015-10-01

53 이빨 사냥꾼 조원희 글, 그림 이야기꽃 2014-11-17

54 나 때문에 박현주 글, 그림 이야기꽃 2014-02-24

55 민들레는 민들레 김장성 글, 오현경 그림 이야기꽃 2014-04-28

56 메밀묵 도깨비 이상배 글, 홍영우 그림 좋은꿈 2015-06-05

57 똥방패 이정록 글, 강경수 그림 창비 2015-04-30

58 분홍 보자기 윤보원 글, 그림 창비 2015-10-05

59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 권정생 글, 김용철 그림 창비 2015-09-18

60 강아지와 염소 새끼 권정생 글, 김병하 그림 창비 2014-09-26

61 어느 날 방글 글, 정림 그림 책고래 2015-10-30

62 깔끔쟁이 빅터 아저씨 박민희 글, 그림 책속물고기 2015-05-25

63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남강한 글, 그림 책속물고기 2015-10-31

64 눈 행성 김고은 글, 그림 책읽는곰 2015-01-15

65 외톨이 꼼 이노루 글,그림 책읽는곰 2015-03-11

66 탐정 백봉달, 빨간 모자를 찿아라 정혜윤 글,그림 책읽는곰 2015-06-02

67 달래네 꽃놀이 김세실 글, 윤정주 그림 책읽는곰 2015-04-15

68 우리 가족 납치 사건 김고은 글, 그림 책읽는곰 2015-07-20

69 부릉부릉 치티가 간다 신동준 글, 그림 책읽는곰 2014-11-20

70 축구치 하람이, 나이쓰! 윤여림 글, 이갑규 그림 천개의바람 2015-10-15

71 밀양 큰할매 김규정 글, 그림 철수와영희 2015-07-17

72 달을 삼킨 코뿔소 김세진 글, 그림 키다리 2015-04-20

73 암탉과 누렁이 정하섭 글, 한병호 그림 키큰도토리 2015-09-21

74 위대한 건축가 무무 김리라 글, 그림 토토북 2015-03-30

75 거북아, 뭐 하니? 최덕규 글, 그림 푸른숲주니어 2015-09-25

76 바삭바삭 갈매기 전민걸 글, 그림 한림출판사 2014-11-17

77 고추 정혜경 글, 하민석 그림 한솔수북 2014-01-22

78 모두 다르게 보여 신광복 글, 김지윤 그림 한솔수북 201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