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책 제목 글 그림 출판사 발행일

1 3초 다이빙 정진호 정진호 스콜라 2018-02-22

2 고양이 김혜원 김혜원 사계절출판사 2018-03-16

3 공룡개미 개미공룡 김성화 권수진김규택 토토북 2018-04-12

4 괜찮아? 김성희 김성희 브와포레(BOISFORET) 2017-12-25

5 그 녀석, 걱정 안단테 소복이 우주나무 2018-09-28

6 그림자 하나 채승연 채승연 반달 2018-01-15

7 까만 귀 토끼의 선물 송은경 송은경 씨드북 2018-06-12

8 꽃을 선물할게 강경수 강경수 창비 2018-04-01

9 꽃이 피었습니다. 김효정 김효정 파란자전거 2018-03-01

10 꾸고 이범재 이범재 계수나무 2018-08-10

11 나 조수경 조수경 한솔수북 2018-07-15

12 나오니까 좋다 김중석 김중석 사계절출판사 2018-05-23

13 나의 물고기 박해진 김지연 계수나무 2018-09-30

14 나의 여름 신혜원 보림 2018-08-27

15 나의 여름날 박성은 박성은 책고래 2018-08-03

16 노랑나비랑 나랑 백지혜 최정선 보림 2017-09-15

17 다다다 다른 별 학교 윤진현 윤진현 천개의바람 2018-08-13

18 달려라, 꼬마 신경림 주리 바우솔 2018-08-09

19 달에서 봤어! 김성화 권수진이광익 토토북 2018-06-15

20 담장을 허물다 공광규 김슬기 바우솔 2017-06-23

21 대단한 수염 심보영 심보영 시공주니어 2018-09-10

22 동동이와 원더마우스2 조승혜 조승혜 북극곰 2018-03-21

23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백석 서선미 고인돌 2018-05-30

24 머리하는 날 김도아 김도아 사계절출판사 2018-09-10

25 모두를 위한 단풍나무집 임정은 문종훈 창비 2018-04-01

26 물싸움 전미화 사계절출판사 2017-09-01

27 물의여행 송혜승 송혜승 논장 2018-05-30

28 방방이 이갑규 이갑규 한림출판사 2018-01-30

29 밴드 브레멘 유설화 유설화 책읽는곰 출판사 2018-01-19

30 빈 공장의 기타 소리 전진경 전진경 창비 2017-11-01

31 빨간 모자를 쓴 딱따구리야 김성호 이지현 비룡소 2018-01-02

32 빨간 열매 이지은 이지은 사계절출판사 2018-08-21

33 삐이삐이, 아기 오리들이 연못에 살아요(출간 예정) 이승원 이승원 논장 2018-09-20

34 색을 상상해 볼래? 디토리 디토리 북극곰 2018-01-28

35 수영장에 간 아빠 유진 유진 한림출판사 2018-06-15

36 숨바꼭질 김정선 김정선 사계절출판사 2018-06-25

37 숲에는 길이 많아요 박경화 김진화 창비 2018-09-01

38 숲으로 간 사람들 안지혜 김하나 창비 2018-07-01

39 슈퍼 히어로의 똥 닦는 법 안영은 최미란 책읽는곰 출판사 2018-04-10

40 씨앗 세알 심었더니 고선아 윤봉선 보림 2017-12-12

41 아기 산호 플라눌라 민아원 민아원 봄봄출판사 2018-02-09

42 아빠와 토요일 최혜진 최혜진 한림출판사 2018-03-27

43 알아맞혀 봐! 곤충 가면 놀이 안은영 안은영 천개의바람 2018-05-01

44 어느 여름날 고혜진 고혜진 국민서관 2018-08-08

45 어떡하지? 팽샛별 팽샛별 그림책공작소 2017-12-26

46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 안내서 김희경 안은진 논장 2018-08-17

47 엄마생각 이종미 보림 2018-10-15

48 엉뚱한 수리점 차재혁 최은영 노란상상 2017-11-15

49 여기 꽃이 있어요- 안단테 이영아 우주나무 2018-10-30

2019 어린이 북스타트(책날개) 도서 목록



50 여우 굴 괴물 강숙인 안준석 키큰도토리 2018-02-01

51 연남천 풀다발 전소영 전소영 달그림 2018-04-23

52 왁투 이미성 이미성 북극곰 2018-06-28

53 우주 : 우리우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김성화, 권수진신동준 한겨레아이들 2018-04-26

54 우주 전사 복실이 한미호 김유대 국민서관 2018-06-22

55 울음소리 하수정 웅진주니어 2018-06-04

56 은종이 그림 속 아이들 강원희 박철민 크레용하우스 2017-11-30

57 이상한 기차 한아름 한아름 창비 2018-04-01

58 이상한 손님 백희나 백희나 책읽는곰 출판사 2018-03-23

59 이상한 집 이지현 이지현 이야기꽃 2018-03-19

60 잉어와 참수리 송봉주 김수연 한솔수북 2018-01-20

61 장군님과 농부 권정생 이성표 창비 2018-10-01

62 짜장면 김세영 김세영 고래뱃속 2018-03-19

63 창경궁에 가면 황보 연 황보 연 키위북스 2018-06-20

64 초록 강물을 떠나며 유다정 이명애 미래아이 2018-07-20

65 초원 우미정 우미정 책고래 2018-07-06

66 촛불을 들었어 유현미 유현미 보리 2017-12-04

67 코끼리가 꼈어요 박준희 한담희 책고래 2018-03-09

68 콩 심기 신보름 신보름 킨더랜드 2018-08-20

69 태엽 아이 유명금 유명금 책고래 2018-06-25

70 파랑 오리 릴리아 릴리아 킨더랜드 2018-01-02

71 하늘도깨비와 저절로 끓는 가마솥 이원영 이종균 한솔수북 2018-03-30

72 하늘정원 김영미 박정완 뜨인돌어린이 2018-06-29

73 한 입만! 김선배 김선배 한울림어린이 2018-03-29

74 한밤중에 강남귀신 김지연 김지연 도서출판 키다리(모래알) 2018-07-07

75 한숨 구멍 최은영 박보미 창비 2018-05-01

76 행복한 여우 고혜진 고혜진 달그림 2018-03-23

77 호수 아이와 세 개의 씨앗 한경은 한경은 노란상상 201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