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 '가나다' 순(단계별 구분)

번호 단계 출판사 책 제목 글 그림 발행일

1 북스타트 (주)보림출판사 잡아라 잡아라 백주희 백주희 2019-06-01

2 북스타트 (주)보림출판사 형아만 따라와 김성희 김성희 2019-10-30

3 북스타트 길벗어린이 아이 시원해! 김경득 김경득 2019-09-20

4 북스타트 길벗어린이 같이 해서 더 좋아 정호선 정호선 2019-09-27

5 북스타트 냉이꽃 털실이 통통 꼼꼼 꼼꼼 2019-10-30

6 북스타트 딸기책방 코코코 초록잎 문승연 문승연 2019-07-22

7 북스타트 봄봄출판사 빨간 딸기 이여희 이여희 2019-07-26

8 북스타트 시공주니어 새하얀 고양이 수아현 수아현 2019-10-25

9 북스타트 ㈜사계절출판사 토끼 씨 상추 드세요 이상교 조원희 2019-01-10

10 북스타트 키위북스 친구할까? 그래! 김선영 오승민 2019-08-15

11 북스타트 키큰도토리 손을 주세요! 여기 여기 2019-10-21

12 북스타트 킨더랜드(반달) 내가 그림을 그리면 김지윤 김지윤 2019-09-16

13 북스타트 한림출판사 사실 나는! 재희 재희 2019-04-23

14 북스타트 한울림어린이 보송보송 개운해 조은수 박해남 2019-09-23

15 플러스 (주)보림출판사 한그릇 변정원 변정원 2019-10-30

16 플러스 국민서관㈜ 더 높은 곳의 고양이 이주혜 이주혜 2019-04-26

17 플러스 낮은산 따뜻해 김환영 김환영 2019-04-30

18 플러스 낮은산 엄마는 너를 위해 박정경 조원희 2019-01-15

19 플러스 노란상상 코끼리 미용실 최민지 최민지 2019-06-30

20 플러스 도서출판 보리 계란말이 버스 김규정 김규정 2019-08-12

21 플러스 도서출판 보리 풍덩 수영장 박소정 박소정 2019-09-09

22 플러스 봄개울 악어가 온다 진수경 진수경 2019-04-05

23 플러스 봄봄출판사 비 오는 날 생긴 일 조히 조히 2019-07-26

24 플러스 북극곰 드르렁 문크 문크 2019-02-28

25 플러스 북극곰 똑같네 똑같아 김숭현 김숭현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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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플러스 비룡소 내 키가 더 커! 경혜원 경혜원 2019-06-18

27 플러스 비룡소 이상한 하루 연수 연수 2019-07-26

28 플러스 시공주니어 루루 사냥꾼 허정윤 정진호 2019-04-25

29 플러스 시공주니어 뭐 하고 놀까? 김슬기 김슬기 2019-08-25

30 플러스 시공주니어 버스 안 남윤잎 남윤잎 2019-02-25

31 플러스 시공주니어 안녕! 외계인 박연철 박연철 2019-03-15

32 플러스 여유당 오줌싸개 시간표 윤석중 권문희 2019-06-10

33 플러스 웅진주니어 괜찮아 천천히 도마뱀 윤여림 김지안 2019-03-22

34 플러스 재능교육 누구의 뿔? 이다영 이다영 2019-02-11

35 플러스 재능교육 여름밤에 문명예 문명예 2019-08-26

36 플러스 ㈜사계절출판사 쓰담쓰담 전금하 전금하 2019-09-26

37 플러스 키즈엠 곰고릴라가 온다 김개미 이명애 2019-08-09

38 플러스 킨더랜드(반달) 기차가 치익 치익 이세미 이세미 2019-10-07

39 플러스 한림출판사 딱 맞아 송선옥 송선옥 2019-03-25

40 플러스 한솔수북 오케스트라 주연경 주연경 2019-02-26

41 플러스 향 모모모모모 밤코 밤코 2019-10-30

42 보물상자 (주)보림출판사 나의 동네 이미나 이미나 2019-04-22

43 보물상자 (주)보림출판사 안녕, 우리들의 집 김한울 김한울 2018-11-15

44 보물상자 고래뱃속 정말 멋진 날이야 김혜원 김혜원 2019-01-28

45 보물상자 낮은산 밥 먹자! 한지선 한지선 2019-08-20

46 보물상자 모래알 이상한 나라의 정지오 은미 은미 2019-01-30

47 보물상자 문학과지성사 나의 독산동 유은실 오승민 2019-06-28

48 보물상자 발견 식혜 천미진 민승지 2019-05-24

49 보물상자 봄개울 걱정 상자 조미자 조미자 2019-06-10

50 보물상자 북극곰 아빠 쉬는 날 차야다 차야다 2019-08-01

51 보물상자 비룡소 강이 이수지 이수지 2018-12-28

52 보물상자 웅진주니어 팥빙수의 전설 이지은 이지은 2019-06-04



53 보물상자 웅진주니어 풀친구 사이다 사이다 2019-07-19

54 보물상자 이야기꽃 저어새는 왜? 김대규 김대규 2018-11-30

55 보물상자 ㈜사계절출판사 우주로 간 김땅콩 윤지회 윤지회 2019-03-18

56 보물상자 ㈜사계절출판사 잘만 3형제 방랑기 신동근 신동근 2019-07-08

57 보물상자 ㈜사계절출판사 토선생 거선생 박정섭 이육남 2019-05-10

58 보물상자 창비 나무가 자라는 빌딩 윤강미 윤강미 2019-01-11

59 보물상자 창비 수상해 슷카이 슷카이 2019-05-27

60 보물상자 책고래 책 지현경 지현경 2019-04-08

61 보물상자 책읽는곰 나는 개다 백희나 백희나 2019-04-15

62 보물상자 책읽는곰 쓰레기통 요정 안녕달 안녕달 2019-10-10

63 보물상자 한솔수북 남극으로 가는 지하철 김경화 김성찬 2019-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