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판사 가나다순

순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간일
1 양말모자 김미숙 글, 박미정 그림 계수나무 2014-11-10

2 으악 괴물이다! 김보미 글, 그림 고래가숨쉬는도서관 2016-08-05

3 두근두근 이석구 글, 그림 고래이야기 2015-09-25

4 뛰뛰빵빵 신성희 글, 그림 고래이야기 2016-10-10

5 비 이주영 글, 박소정 그림 고인돌 2015-10-20

6 운명을 바꾼 가믄장아기 이상교 글, 이은주 그림 국민서관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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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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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우리들은 자란다 이은희 글, 최혜인 그림 길벗어린이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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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쿵! 중력은 즐거워! 정연경 글, 강지영 그림 길벗어린이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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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형이 태어날거야 박규빈 글, 그림 내인생의책 2015-11-05

14 까불지 마! 강무홍 글, 조원희 그림 논장 2015-06-22

15 노아의 방 송혜승 글, 그림 논장 2015-02-05

16 생태 통로 김황 글, 안은진 그림 논장 2015-09-22

17 왕할아버지 오신 날 이영미 글, 오승민 그림 느림보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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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큰사람 장길손 송아주 글, 이형진 그림 도토리숲 2016-03-17

20 우주 미용실 남궁선 글, 그림 리젬 2014-11-25

21 빨리빨리 나라에서 제일 빠른 할아버지 박영옥 글, 혜경 그림 리틀씨앤톡 2016-04-05

22 여우비빔밥 김주현 글, 이갑규 그림 마루벌 2016-10-22

23 곰씨의 의자 노인경 글, 그림 문학동네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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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방사능 마을의 외톨이 아저씨 김수희 글, 이경국 그림 미래아이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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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논다는 건 뭘까? 김용택 글, 김진화 그림 미세기 2016-02-10

28 글자 셰이크 홍하나 글, 그림 바람의아이들 2015-05-30

29 엄마의 품 박철 시, 김재홍 그림 바우솔 2015-05-08

30 밤이 되었습니다 주리별 글, 그림 반달(킨더랜드) 2014-11-01

31 펭귄 랄랄라 구신애 글, 그림 반달(킨더랜드) 2015-02-02

32 가래떡 사이다 글, 그림 반달(킨더랜드) 2016-09-10

33 개미가 올라간다 이해진 글, 그림 반달(킨더랜드) 2016-08-16

34 달토끼 거북이 오징어 조수진 글, 그림 반달(킨더랜드) 2016-04-20

35 커다란 구름이 이해진 글, 그림 반달(킨더랜드)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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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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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잘 가, 안녕 김동수 글, 그림 보림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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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한밤의 선물 홍순미 글, 그림 봄봄 2015-01-15

41 하나가 된 사랑나무 윤태규 글 , 김재홍 그림 봄봄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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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1분이면… 안소민 글, 그림 비룡소 2016-05-31

44 걱정을 깜박한 꼬물이 민정영 글, 그림 비룡소 2014-11-07

45 벽 정진호 글, 그림 비룡소 2016-06-02

46 빈집에 온 손님 황선미 글, 김종도 그림 비룡소 2016-01-14

47 사자가 작아졌어! 정성훈 글, 그림 비룡소 2015-06-05

48 알 이기훈 글, 그림 비룡소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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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감기 걸린 물고기 박정섭 글, 그림 사계절 2016-09-05

2017 책날개(초등) 선정 도서



순번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 출간일
51 강냉이 권정생 글, 김환영 그림 사계절 2015-11-20

52 빗방울이 후두둑 전미화 글, 그림 사계절 2016-06-10

53 춘희는 아기란다 변기자 글, 정승각 그림 사계절 2016-04-05

54 파란 분수 최경식 글, 그림 사계절 2016-07-25

55 가족이 된 고양이 모냐와 멀로 김규희 글, 그림 살림어린이 2016-05-20

56 신발 신은 강아지 고상미 글 · 그림 스콜라 2016-03-22

57 그림을 그려봐 김삼현 글, 그림 시공주니어 2016-01-30

58 붉은 여우 아저씨 송정화 글, 민사욱 그림 시공주니어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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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엘리베이터 경혜원 글,그림 시공주니어 2016-09-30

61 꽃할배 윤혜신 글, 김근희 그림 씨드북 2016-05-08

62 너, 내 동생 할래? 박나래 글, 그림 씨드북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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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찬이가 가르쳐 준 것 허은미 글, 노준구 그림 양철북출판사 2016-03-08

65 마지막 뉴스 서정홍 글, 선현경 그림 웃는돌고래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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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오잉? 홍원표 글, 그림 웃는돌고래 2016-01-07

68 노란 달이 뜰 거야 전주영 글·그림 이야기꽃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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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이빨 사냥꾼 조원희 글, 그림 이야기꽃 2014-11-17

71 팔랑팔랑 천유주 글, 그림 이야기꽃 2015-03-26

72 메밀묵 도깨비 이상배 글, 홍영우 그림 좋은꿈 2015-02-17

73 똥방패 이정록 글, 강경수 그림 창비 2015-04-30

74 달이 좋아요 나명남 글, 그림 창비 2016-09-01

75 강변 살자 박찬희 글, 정림 그림 책고래 2016-09-28

76 나무처럼 이현주 글·그림 책고래 2016-04-15

77 어느 날 방글 글, 정림 그림 책고래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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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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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꽁꽁꽁 윤정주 글, 그림 책읽는곰 2016-07-01

81 눈 행성 김고은 글, 그림 책읽는곰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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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외톨이 꼼 이노루 글,그림 책읽는곰 2015-03-11

84 이상한 엄마 백희나 글, 그림 책읽는곰 2016-03-15

85 같을까? 다를까? 개구리와 도롱뇽 안은영 글·그림, 이정모 감수 천개의바람 2016-02-20

86 밀양 큰할매 김규정 글, 그림 철수와영희 2015-07-17

87 달을 삼킨 코뿔소 김세진 글, 그림 키다리 2015-04-20

88 스티브에게 이로운 글그림 키다리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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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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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달님의 산책 김삼현 글, 그림 푸른숲주니어 2016-08-26

92 병아리 싸움 도종환 글, 홍순미 그림 풀과바람(바우솔) 2016-09-19

93 청양장 공광규 글, 한병호 그림 풀과바람(바우솔) 2016-04-04

94 할머니 집에 가는 길 김용택 글, 주리 그림 풀과바람(바우솔) 2016-10-19

95 뒤로 가는 기차 박현숙 글, 김호랑 그림 한림출판사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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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사람이 뭐예요? 문종훈 글, 그림 한림출판사 2016-02-23

98 오늘도 맑음 이영주 글, 그림 한림출판사 2016-07-20

99 꼬마 이웃, 미루 이향안 글/배현주 그림 현암주니어(은나팔) 2015-11-30

100 안녕하세요! 신성희 글,그림 현암주니어(은나팔) 201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