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상품명

만든이

만든곳

1 모르는 척 공주

최숙희 글, 그림

책읽는곰

11000 2012년 10월

2 콧물 빠는 할머니

박미라 글/백서율 그림

나한기획

15000 2015년 11월

3 개그맨

김지연 글그림

웃는돌고래

13000 2015년 06월

4 조금 남다른 개미

툴리오 코르다 글, 그림/김현주 역

리틀씨앤톡

10000 2012년 07월

5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

유리 브레이바르트 글/파트 브레이바르트
그림/김현희 역

정가(원) 발매일

느림보

7000 2002년 09월

6 오른발 왼발

토미 드 파올라 글,그림/정해왕 역

비룡소

8000 1999년 09월

7 발레리나 벨린다

에이미 영 저/이주희 역

느림보

9500 2003년 08월

8점

피터 레이놀즈 글,그림/김지효 역

문학동네어린이

9800 2003년 10월

9 틀려도 괜찮아

마키타 신지 글/하세가와 토모코 그림/유문
조 옮김

토토북

11000 2006년 02월

10 성냥팔이 소녀 알뤼메트

토미 웅거러 글/이현정 역

초록개구리

11000 2011년 12월

11 에드와르도

존 버닝햄 지음/조세현 옮김

비룡소

10000 2006년 02월

12 입이 똥꼬에게

박경효 글,그림

비룡소

9500 2008년 05월

13 아버지와 딸 Vader en Dochter

미카엘 두독 데 비트 글, 그림/김미리 역

이숲

10000 2013년 05월

14 우리 가족입니다

이혜란 저

보림

10500 2005년 10월

15 이유가 있어요

요시타케 신스케 글/김정화 역

봄나무

11000 2015년 08월

책과콩나무

11000 2012년 05월

사계절

13000 2014년 11월

풀빛

10000 2000년 11월

16 친구를 사귀는 아주 특별한 방법
17 방긋 아기씨
18 행복한 청소부

노튼 저스터 글/G. 브라이언 카라스 그림/천
미나 역
윤지회 글그림
모니카 페트 저/안토니 보라틴스키 그림/김
경연 역

19 눈물바다

서현 글,그림

사계절

10500 2009년 11월

20 형이 태어날 거야

박규빈 글그림

내인생의책

12000 2015년 11월

21 알사탕

백희나 글그림

책읽는곰

12000 2017년 03월

22 백만 년 동안 절대 말 안 해

허은미 글/김진화 그림

웅진주니어

23 슈렉

윌리엄 스타이그 저/조은수 역

비룡소

9000 2001년 06월

24 엠마

웬디 커셀만 글/바바라 쿠니 그림/강연숙 역 느림보

12000 2004년 02월

25 그래, 책이야!

레인 스미스 글/김경연 역

문학동네어린이

26 가족의 가족을 뭐라고 부르지?

채인선 글/배현주 그림

미세기

12800 2010년 10월

27 두 사람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글,그림/이지원 역

사계절

10800 2008년 06월

28 이게 정말 나일까?

요시타케 신스케 글그림/김소연 역

주니어김영사

12000 2015년 09월

29 나는 둘째입니다

정윤정 글,그림

시공주니어

8500 2008년 04월

30 내 꼬리

조수경 글,그림

한솔수북

9500 2008년 01월

31 이야기 이야기

게일 헤일리 글,그림

보림

9500 2003년 01월

주니어김영사

7500 2004년 07월

32 내 다리는 휠체어
33 마음의 집
34 안돼 삼총사

프란츠 요제프 후아이니크 글/베레나 발하
우스 그림/김경연 역
김희경 글/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그림
나카야마 치나츠 글/하세가와 요시후미 그
림/장지현 역

창비

10000 2011년 07월

9000 2011년 02월

12000 2010년 01월

웅진주니어

8000 2007년 07월

35 고함쟁이 엄마

유타 바우어 글,그림/이현정 역

비룡소

9000 2005년 06월

36 까마귀 소년

야시마 타로 글,그림/윤구병 역

비룡소

10000 2000년 10월

37 하지만 하지만 할머니

사노 요코 글그림/엄혜숙 역

상상스쿨

12000 2017년 02월

길벗스쿨

12000 2017년 03월

38 완벽한 아이 팔아요

미카엘 에스코피에 글/마티외 모데 그림/박
선주 역

39 따로 따로 행복하게

배빗 콜 저

보림

40 미영이

전미화 글그림

문학과지성사

9500 2001년 10월
12000 2015년 0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