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독자 구성

한국 외국 유아/아동/청소년
단행본/시리즈(총권

수)

1 훨훨 간다 Flap Flap 978-1-59743-200-9 유아 단행본

2 훨훨 간다 ゆらゆら ゆくよ 978-4-338-12650-2 유아 단행본

3 해님달님 Die sonne und der Mond 978-3-938766-18-7 유아 단행본

4 호랑이와 곶감  The Tiger and the Persimmon 978-0-9768086-8-8 유아 단행본

5 여름휴가
Tu ronfles,

Papa Éléphant !
978-2-7465-0554-4 유아 단행본

6 강아지똥 こいぬのうんち 4-582-82948-1 아동 1

7 강아지똥 小狗的便便 957-762-391-3 아동 1

8 강아지똥 le Popo du chiot 2-88890-085-8 아동 1

9 강아지똥(악보짐,음반) こいぬのうんち
(악보집)4-11-

178195-0
아동 1

10 고향으로 Horizon Libre 2-88890-096-3 아동 1

11 그림자는 내 친구 978-7-5338-8779-7 유아 1

12 나 너 좋아해 978-7-5338-8780-3 유아 1

13 나 좀 내버려 둬! 978-7-5438-7175-5 아동 1

14 내 거야! c'est à moi d'abord 978-2-278-06479-3 유아 1

15 노래하는 볼돼지 うたう ホッペくん! 978-4-577-03709-6 아동 1

16 대화가 필요해! 978-7-5438-7174-8 아동 1

17 동강의 아이들 かわべの トンイとスニ 978-4-09-726205-3 아동 1

18 동강의 아이들 Les enfants de la rivière 978-2-8097-0025-1 아동 1

No.

도서명

ISBN



19 들꽃 아이 Les fleurs Sauvages 978-2-916899-33-6 아동 1

20 마법에 빠진 말썽꾸러기 ベんきょうなんて やるもんか! 978-4-577-03459-0 아동 1

21 만희네 집 マンヒのいえ 4-88330-127-3 아동 1

22 만희네 집 ma maison en, Corèe 978-2-7320-3909-1 아동 1

23 말썽꾸러기 또또 978-7-5391-6905-7 1

24 메아리 echo 2-88890-095-5 아동 1

25 모기와 황소 蚊(か)と うし 4-901006-77-0 아동 1

26 물은 어디서 왔을까? 978-7-5338-8778-0 아동 1

27 봄이 오면 QUAND LE PRINTEMPS ARRIVE 2-88890-086-6 아동 1

28 비밀의 섬 (동화) 秘密の島 4-8113-7949-7 아동 1

29 솔이의 추석 이야기 SOTI'S HARVEST MOON DAY 1-56899-687-× 아동 1

30 솔이의 추석 이야기 ソリちゃんのチュソク 4-88330-139-7 아동 1

31 솔이의 추석 이야기 小莉的中秋節 957-762-390-5 아동 1

32 솔이의 추석 이야기 Sori feiert Tuchsok 3-7152-0510-5 아동 1

33 솔이의 추석 이야기 Sori et la lune d'automne 978-2-74-850546-7 아동 1

34 솔이의 추석 이야기 978-7-5391-6799-2 아동 1

35 숲 속에서 Dans les bois 978-2-87730-954-7 아동 1

36 씨앗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 978-7-5338-8781-0 아동 1

37 아기 오리 열두 마리는 너무 많아 How do you count a dozen ducklings! 978-0-8075-1718-5 유아 1

38 아기 오리 열두 마리는 너무 많아 Zwölf und der Wolf 978-3-905945-13-3 유아 1

39 아기너구리네 봄맞이 こだぬきさんちの はるむかえ 4-264-02328-9 아동 1



40 아기너구리네 봄맞이 Bonne nuit les ratons laveurs! 978-2-7320-3938-1 아동 1

41 오소리네 집 꽃밭 あなぐまさんちの はなばたけ 4-582-82960-0 아동 1

42 왜 나만 미워해! 978-7-5438-7176-2 아동 1

43 우리 몸의 구멍 978-7-5338-8782-7 아동 1

44 우리는 벌거숭이 화가 les petits peintres nus 978-2-84865-238-2 아동 1

45 우리들의 노래(동화) ソヨニの手 4-8113-7948-9 아동 1

46 집 안 치우기 我會整理 978-986-6034-03-9 아동 1

47 해치와 괴물 사형제 ヘチとかいぶつ 4-901006-73-8 아동 1

48 황소 아저씨 黃牛のおくりもの 4-264-02140-5 아동 1

49 두발자전거 배우기 我的第一輛腳踏車
978-89-5582--090-

4
아동 1

50 마법에 빠진 말썽꾸러기 奇幻魔法與頑皮小孩 978-89-5582-030-0 아동 1

51 먹는 이야기 媽媽煮菜好辛苦 978-89-5582-169-7 아동 1

52 손톱 깨물기 不再咬指甲 978-89-5582-080-5 아동 1

53 지하철을 타고서 搭地鐵去外婆家 978-89-5582-046-1 아동 1

54 그림자는 내 친구 影子是我的好朋友 978-89-5582-111-6 유아 1

55 나 너 좋아해 我喜欢你 978-89-5582-186-4 유아 1

56 물은 어디서 왔을까?
水是从哪儿来的

978-89-5582-151-2 아동 1

57 봄이네 동네 관찰 일기 我的郊外观察日记 978-89-5582-143-7 아동 1

58 씨앗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 种子嘟嘟想变成什么呢 978-89-5582-152-9 아동 1



59 여름이의 개울 관찰 일기 我的河流观察日记 978-89-5582-155-0 아동 1

60 우리 몸의 구멍 我们身体里的洞 978-89-5582-118-5 아동 1

61 개구리 논으로 오세요 欢迎来池塘玩儿  978-89-5582-159-8 아동 1

62 따르릉! 야생동물 병원입니다 欢迎来野生动物医院 978-89-5582-175-8 아동 1

63 칭찬 먹으러 가요 喜歡被誇獎 978-89-5582-197-0 아동 1

64 우리는 벌거숭이 화가 Kunterbunt von Kopf bis Fuß 978-89-5582-134-5 아동 1

65 작은 당나귀 petite Anette 978-2-7118-5779-1 아동 단행본

66 콩콩꿀땅콩3 <달려달려> 跑啊跑, 跑啊跑! 978-988-8015-87-0 유아 시리즈  3권

67 콩콩꿀땅콩4  <나도나도> 我也要, 我也要! 978-988-8015-88-7 유아 시리즈  3권

68 콩콩꿀땅콩5 <모아모아> 吃飽了,吃飽了! 978-988-8015-89-4 유아 시리즈  3권

69 마지막 박쥐공주 미가야
Migaya : La dernière princesse chauve-

souris
978-2845212268 아동 단행본

70 마지막 박쥐공주 미가야 Migaya 978-3938766200 아동 단행본

71 고양이 학교 1부 1권 89-8281-408-6

72 고양이 학교 1부 2권 89-8281-426-4

73 고양이 학교 1부 3권 89-8281-445-0

74 고양이 학교 1부 4권 89-8281-454-X

75 고양이 학교 1부 5권 89-8281-468-X

76 고양이 학교 2부 1권 978-89-546-0261-7

77 고양이 학교 2부 2권 978-89-546-0262-4

78 고양이 학교 2부 3권 978-89-546-0263-1

猫魔法学校/貓魔法學校/1-Secret de la

Grotte de Cristal,2-Cadeau Magique,3-

Prophetie se realise,4-Je te sauverai des

tenebres,5-Montagne des Ames/猫の学

校/베트남 미정

아동

시리즈(5권)

Les nouvelles aventures de L'école des

chats

1-Defenseurs de l'epee du soleil/2-

시리즈(3권)



79 고양이 학교 3부 1권 978-89-546-0470-3

80 고양이 학교 3부 2권 978-89-546-0471-0

81 고양이 학교 3부 3권 978-89-546-0472-7

82 내 말 좀 들어 주세요 Des mots plus legers 978-89-546-0264-8 단행본

83 몽이는 잠꾸러기 Au Pays De Mongi 89-8281-880-4 단행본

84 그림책 연어 Saumons 978-89-546-0317-1 단행본

85 우물 속 도마뱀 井戸の中のトカゲ 89-8281-993-2 단행본

86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 Un hippocampe dans mon coeur 978-89-546-0404-8 단행본

87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 Un jour je suis mort 978-89-90878-05-2 청소년 단행본

88 64의 비밀 Das Geheimnis von Nummer 64 978-89-90878-01-4 아동 단행본

89 64의 비밀 The Secrets Behind the Number 64 978-89-90878-01-4 아동 단행본

90 마지막 이벤트 le dernier evenement 978-89-90878-92-2 아동 단행본

91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イングンニムのみみ 4-907-68918-7 5세 단행본

92 우리 순이 어디 가니 ス二ちゃん、どこゆくの 4-582-83162-1 5세 단행본

93 심심해서 그랬어 つまんなくってさ 4-582-83163-X 5세 단행본

94 바빠요 바빠 おおいそがし、こいそがし 4-582-83182-6 5세 단행본

95 우리끼리 가자 さいごにのこるの、だあれだ 4-582-83183-4 5세 단행본

96 누구야 누구 だれかな、だれかな 4-582-83193-1 3세 단행본

97 무엇을 어떻게 쓸까 무엇을 어떻게 쓸가 조선어판 청소년 단행본

98 두꺼비 신랑 The Toad Bridegroom 0-9768086-7-1 아동 단행본

99 감기 걸린 날 un Rhume au plum' 2-915572-05-04 유아 / 아동 단행본

100 " かぜひいちゃつた日 4-265-06812-x 유아 / 아동 단행본

101 " 感冒的日了(번체자) 978-957-762-433-8 유아 / 아동 단행본

102 구렁덩덩 새 선비 l'amour au coeur 978-2-916899-21-3 유아 / 아동 단행본

103 개구리네 한솥밥 カエルの同じ釜の飯 4-582-83250-4 유아 / 아동 단행본

104 꿈꾸는 우리 민화 Tradycyjne malarstwo koreanskie 978-83-61203-36-0 청소년/성인
보림한국미술관 시

리즈 (총 15권)

105 나무는 알고 있지 樹知道(번체자) 978-986-6735-96-7 유아/아동/성인 단행본

106 나의 사직동 わたしの社稷洞 증정본 없음 유아/아동/성인 단행본

107 노란 우산 Yellow Umbrella 978-1-929132-36-2 유아/아동 단행본

아동

Le miroir de bronze /  Les pierres cé

lestes / La plaine des géants
시리즈(3권)



108 " Le parapluie jaune(불어판 양장) 978-2-87142-623-3 유아/아동 단행본

109 " Le parapluie jaune(불어판 미니) 978-2-87142-805-3 유아/아동 단행본

110 " 黃雨傘(간체자) 978-7-5448-0724-1 유아/아동 단행본

111 " きいろいかさ 978-4-7764-0415-6 유아/아동 단행본

112 누구 그림자일까 ¿De quién es esa sombra? 978-607-400-092-4 유아/아동 단행본

113 달려 cours!(불어) 978-2889-080663 유아/아동/성인 단행본

114 달려 토토 La Course 978-2-35289-087-4 유아/아동/성인 단행본

115 단군 신화 Truyen thuyet Dan gun 없음 유아/아동 단행본

116 도깨비 방망이 トッケビのこんぼん 4-582-83171-0 유아/아동 단행본

117 명희의 그림책 Mias Traumbar 978-3-905945-22-5 유아/아동 단행본

118 비가 오는 날에 Un jour de pluie…(불어) 2-940317-31-3 유아/아동 단행본

119 " Was tust du, wenn es regnet 978-3-940106-02-5 유아/아동 단행본

120 " llueve llueve llueve…(스페인어) 978-968-9482-04-8 유아/아동 단행본

121 " あめがふるひに… 4-7743-1036-0 유아/아동 단행본

122 백두산 이야기 山になった巨人 4-8340-1013-9 유아/아동 단행본

123 산에 가자 il neige des couleurs 2-913413-51-x 유아/아동 단행본

124 " パパ といっはに 4-901006-84-3 유아/아동 단행본

125 세상을 담은 그림 지도 Une terre coreenne 978-2-916899-37-4 유아/아동 단행본

126 " Varldeni Kartan 978-91-85133-72-7 유아/아동 단행본

127 아빠한테 찰딱 あかちゃんがぴたっ 978-4-89309-478-0 유아 단행본

128 어느 날 Un Jour 978-2-35289-077-5 유아/아동/성인

129 엄마를 잠깐 잃어버렸어요 A bit lost 978-1-4063-3383-1 유아 단행본

130 " A bit lost 증정본 없음 유아 단행본

131 " LIttle Owl Lost 증정본 없음 유아 단행본

132 " LIttle Owl Lost 증정본 없음 유아 단행본

133 " LIttle Owl Lost 증정본 없음 유아 단행본

134 " LIttle Owl Lost 증정본 없음 유아 단행본

135 " Mama Kwijt 증정본 없음 유아 단행본

136 " Kleine Eule Ganz Allein 증정본 없음 유아 단행본

137 " Un Poco Perdido 978-84-937552-9-4 유아 단행본



138 " Ihan Hukassa 증정본 없음 유아 단행본

139 " Un Peu Perdu 증정본 없음 유아 단행본

140 엄마랑 뽀뽀 あかちゃんとちゅ 978-4-89309-478-0 유아 단행본

141 오늘은 우리 집 김장하는 날 今日は, 我が家のキムチお 漬ける日 4-88330-155-9 유아/아동 단행본

142 우리 가족입니다 奶奶來了(번체자) 978-986-6735-14-1 유아/아동 단행본

143 " 奶奶來了(간체자) 978-7-221-08175-9 유아/아동 단행본

144 우리 집에는 괴물이 우글우글 Ils sont affreux les monstres 978-2-912080-790 유아/아동 단행본

145 일요일 아침 일곱 시에 Una Lluviosa Manana De Domingo 978-84-92857-28-9 유아/아동/성인 단행본

146 숲으로 간 코끼리 Retour a la foret 증정본 없음 유아/아동 단행본

147 지하 정원 Jardin en sous-sol 978-2-8415-6802-4 유아/아동/성인 단행본

148 " Eljardi Subterrani 978-84-96473-47-8 유아/아동/성인 단행본

149 " Un giardino sotto terra 978-88-16-57339-0 유아/아동/성인 단행본

150 " 地下花園(번체자) 증정본 없음 유아/아동/성인 단행본

151 진짜 별이 아닌 별이 나오는 진짜 이야기 シールの星 978-4-03-530710-5 유아/아동 단행본

152 하은이와 비토리아 Yuni and Amelie 978-2-916899-01-5 유아/아동 단행본

153 뿅가맨 (미정) (미정) 유아  / 아동 단행본

154 누구 그림자일까? 誰的影子? 978-7-5305-4926-1 유아  / 아동 단행본

155 까꿍놀이 (미정) (미정) 유아 단행본

156 아빠한테 찰딱 あかちゃんがぴたっ 978-4-89309-478-0 유아 단행본

157 콧구멍 속의 비밀 鼻孔里的秘密
978-89-14-01602-

7(73810)
아동 단행본

158 나는 무슨 씨앗일까? 978-986-84249-4-4 아동 단행본1권

159 첫단추 978-616-04-1155-9 아동 단행본1권

160 엄마마중 かあさんまだかな 978-4577031476 아동 1

161 엄마마중 Waiting for Mummy 0-9585571-4-4 아동 1

162 엄마마중 En attendant Maman 978-2-278-05715-3 아동 1

163 엄마마중 Wann kommt Mama? 978-3-314-01535-9 아동 1



164 엄마마중 Waiting for Mama 978-0-7358-2143-9 아동 1

165 엄마마중 Esperando mamãe 978-85-60820-96-2 아동 1

166 비움 Room in the heart, BIUM 心理的房間 Room in the heart, BIUM
978-89-925052-8

(77810)
유아 단행본

167 엄마는 정말 모르는 걸까? 媽媽真的 不知道嗎? 978-986-7295-78-1 유아 단행본

168 우리 마당으로 놀러 와 我的后院觀察日記
978-89-8040-736-1

73810
아동 단행본

169 수일이와 수일이 Su-il vs. Suil 978-89-8040-833-7 아동 단행본

170 슬픈 나막신 悲しい下駄 978-89-8040-217-5 청소년 단행본

171 너는 기적이야 你是我的奇跡
978-89-93242-31-7

77810
유아/아동 단행본

172 너는 기적이야 你是我的奇迹
978-89-93242-31-7

77811
유아/아동 단행본

173 너는 기적이야 You're my Miracle
978-89-93242-31-7

77812
유아/아동 단행본

174 엄마가 화났다 妈妈发火了
978-89-93242-44-7

77810
유아/아동 단행본

175 소중한 내 몸을 위해 꼭꼭 약속해
978-89-93242-08-9

77810
유아/아동 시리즈(총4권)

176 집에 있을 때 꼭꼭 약속해
978-89-93242-11-9

77810
유아/아동 시리즈(총5권)

177 학교에 갈 때 꼭꼭 약속해
978-89-93242-10-2

77810
유아/아동 시리즈(총6권)

178 나들이 갈 때 꼭꼭 약속해
978-89-93242-12-6

77810
유아/아동 시리즈(총7권)

179 소중한 내 몸을 위해 꼭꼭 약속해
儿童安全365 1

勇敢说出我不要

978-89-93242-08-9

77810
유아/아동 시리즈(총4권)

180 학교에 갈 때 꼭꼭 약속해
儿童安全365 2

上学我会守纪律

978-89-93242-10-2

77810
유아/아동 시리즈(총6권)

181 집에 있을 때 꼭꼭 약속해
儿童安全365 3

一人在家我不怕

978-89-93242-11-9

77810
유아/아동 시리즈(총5권)

孩童安全365 1

-自身篇+家居篇

孩童安全365

-學校篇+戶外篇



182 나들이 갈 때 꼭꼭 약속해
儿童安全365 4

出门在外我会小心

978-89-93242-12-6

77810
유아/아동 시리즈(총7권)

183 그런데요 생태계가 뭐예요 那么,生态系统到底是什么呢? 9787508619088 아동 시리즈(24권)

184 그런데요, 공룡은 어디로 갔나요?
那么，恐龙都去了哪里了？

9787508623573 아동 시리즈(24권)

185 쉿 바다의 비밀을 말해 줄게 嘘！告诉你大海的秘密 (神秘的海底探险) 9787508623566 아동 시리즈(24권)

186 생명 탐험대 시간 다이얼을 돌려라
生命探险队，转动时间圆盘  (噢!跟着生命

探险队出发吧 )
9787508618555 아동 시리즈(24권)

187 지구는 오늘도 바빠요! 地球，今天也很忙 9787508619026 아동 시리즈(24권)

188 북극곰도 모르는 북극 이야기 连北极熊都不知道的北极故事 9787508618586 아동 시리즈(24권)

189 공이 굴러가지 그게 물리야! 球在滚动，这就是物理！ 9787508618463 아동 시리즈(24권)

190 어 기후가 왜 이래요 咦？气候到底怎么了？ 9787508619170 아동 시리즈(24권)

191 별가족 태양계 탐험을 떠나다 太阳系，我来了！ 9787508618425 아동 시리즈(24권)

192 꿈틀 꿈틀 꼼지락 무척추 동물 弯弯扭扭的无脊椎动物 ( 恶心的软体动物) 9787508623559 아동 시리즈(24권)

193 나한테 화학이 쏟아져!  跟我握手吧，化学！ 9787508618449 아동 시리즈(24권)

194 멸종동물 얘기 좀 들어볼래 濒危动物，你们还好吗？ 9787508619064 아동 시리즈(24권)

195 세상을 움직이는 힘 에너지 赐给我力量吧——能源 9787508623580 아동 시리즈(24권)

196 이렇게나 똑똑한 식물이라니  哇塞！植物原来这么聪明！ 9787508619187 아동 시리즈(24권)

197 곤충 없이는 못 살아 昆虫，我们离不开你们 9787508618432 아동 시리즈(24권)

198 빨강 도깨비야 세포가 궁금해 红精灵，什么是细胞啊？ 9787508619064 아동 시리즈(24권)



199 우리 집 구석구석 숨은 과학을 찾아라 我们家各个角落里的科学 9787508619057 아동 시리즈(24권)

200 과학자는 세상을 이렇게 바꿨어요 科学家是这样改变世界的 9787508623511 아동 시리즈(24권)

201 아주 특별한 몸 속 여행  钻进人体去旅行 9787508623542 아동 시리즈(24권)

202 야호 수학이 좋아졌다 千万别恨数学 9787508623498 아동 시리즈(24권)

203 석유가 뚝! 哎呀! 石油不了 9788989192770 아동 시리즈(5)

204 햄버거가 뚝! 哐当! 天上掉下个汉堡包 9788989192831 아동 시리즈(5)

205 수돗물이 뚝! 滴答滴答! 水管不出水了 9788989192916 아동 시리즈(5)

206 사막의 초록 왕국 八0万本の木を植えた話 9788989192664 아동 단행본

207 석유가 뚝! 石油, 不見了啦! 9788989192770 아동 시리즈(5)

208 햄버거가 뚝! 有一天世界上都沒有食物的話 9788989192831 아동 시리즈(5)

209 유진과 유진 Yujin et Yujin 978-2809702590

210 유진과 유진 幼真和幼真 978-7-5382-9352-4

211 주머니 속의 고래 口袋里的鲸鱼 978-7-5396-4272-7 청소년 1권

212 모래시계가 된 위안부 할머니 花に水をやってくれないかい? 978-4816612046 청소년 1권

213 다녀오겠습니다 Mes petites choses
978-89-7094-327-5

77810
유아 단행본

214 똑같아요 A chi somiglio?
978-89-7094-351-0

77810
유아 단행본

215 미리 가 본 국립중앙박물관 韓国国立中央博物館の至宝
978-89-7094-554-5

73600
아동

시리즈 중 4번째 권

(총 7권)

216 Les petits pains au nuage 9782278056736

217 ふれふれくもパン 9784097278054

218 霄的麵包

219 云朶面包 9787532251711

220 Wolkenbrot 9783939435198

221 Himmel-frokost 9788205397873

222 Pan de nube 9786079537043

223 사자가 작아졌어! Lion qui rapetisse 9782746505223 아동 단행본

224 しろいまゆげトラ 9784916016782

구름빵 아동 단행본

하얀눈썹 호랑이 아동 단행본



225 Le tigre aux sourcils blancs 9782916899145

226 아무도 펼쳐보지 않은 책 Le livre qui n'a jamais été ouvert 9782746710801 아동 단행본

227 치과에 갔어요 看牙醫 9789577624345 아동 단행본

228 할까?말까? 要不要 9789867295590 아동 단행본

229 검은 사자 Le Lion Noir 9782746505865 아동 단행본

230 내 꼬리 我的尾巴 9789867295668 아동 단행본

231 01 우리 몸/ 끈적끈적 꼬물꼬물 우리 몸의 신비 我们的身体 / 郑明淑 文 张瀞午 图 9787535848499

232 02 생태/ 괴짜 도둑들의 생태계 여행 生态 / 金京姬 文 李重馥 图 9787535848505

233 04 우주/ 어수룩 호킹과 좌충우돌 우주 탐사대 宇宙 / 梁大承 文  李庆河 图 9787535848543

234 07 논리/ 생각을 뒤집는 논리 세상 逻辑 / 梁承玩 文 洪钟模 图  9787535848529

235 11 지리/ 꼴찌들의 징글징글 지리 탈출기 地理 / 朴恩庭 文 赵仁求 图 9787535848475

236 15 공룡과 화석/ 공룡 스타 어리바리사우루스 恐龙和化石 / 郑在恩 文 金真妸 图 9787535848536

237 17 화학/ 아찔아찔 화학, 황금 비밀을 찾아라 化学 / 金京姬 文 金京玉 图 9787535848550

238 18 날씨/ 타타르 선장의 날씨 모험 天气 / 田珉嬉 文 朴珍儿 图 9787535848482

239 22 물리/ 꾸미커스, 행복한 물리 서커스단 物理 / 郑渼锦 文 曹玟廷 图 9787535848512

240 26 로봇/ 로봇 반란을 막아라 机器人 / 金秀卿 文 郑盛勋 图 9787535848567

하얀눈썹 호랑이 아동 단행본

아동/청소년 시리즈(총50권)



형식 장르 내용

그림책/일반도서 fiction/nonfiction
판타지/생활/정보/

학습
한국 외국 한국 외국

그림책 fiction 옛이야기 미국 국민서관㈜
Koryo Press, a

division of
2003 2005

그림책 fiction 옛이야기 일본 국민서관㈜ 小峰書店 2003 2007

그림책 fiction 옛이야기 독일 국민서관㈜Kinderbuchverlag Wolff 2004 2007

그림책 fiction 옛이야기 미국 국민서관㈜ Bo-Leaf Books 2004 2008

그림책 fiction 생활 프랑스 국민서관㈜ Le Pommier 2010 2011

그림책 fiction 판타지 일본 / 일본어 길벗어린이 Heibonsha 1996년 2000

그림책 fiction 판타지
대만 / 중국어

번체자
길벗어린이 Hsin Yi 1996년 2005

그림책 fiction 판타지
스위스 / 프랑

스어
길벗어린이 Paquet 1996년 2006

음반 일본 / 일본어 길벗어린이 zen-on 2002

그림책 nonfiction 학습
스위스 / 프랑

스어
길벗어린이 Paquet 2003년 2006

그림책 nonfiction 학습
중국 /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Zhejiang

Education
2008년 2010

그림책 fiction 학습
중국 /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Zhejiang

Education
2001년 2010

그림책 nonfiction 학습
중국 /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Shanghai All

One Culture

Diffusion

2006년 2011

그림책 fiction 생활
프랑스 / 프랑

스어
길벗어린이 Didier 2008년 2010

그림책 fiction 판타지 일본 / 일본어 길벗어린이 Froebel-kan 2006년 2009

그림책 nonfiction 학습
중국 /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Shanghai All

One Culture

Diffusion

2007년 2011

그림책 fiction 생활 일본 / 일본어 길벗어린이 Shogakukan 2000년 2007

그림책 fiction 생활
프랑스 / 프랑

스어
길벗어린이

Philippe

Picquier
2000년 2008

수출 국가

출판사명 출판연도



그림책 nonfiction 생활
프랑스 / 프랑

스어
길벗어린이

Flammarion /

Chan-ok
2008년 2010

그림책 fiction 판타지 일본 / 일본어 길벗어린이 Froebel-kan 2005년 2007

그림책 nonfiction 생활 일본 / 일본어 길벗어린이 Sailor 1995년 1998

그림책 nonfiction 생활
프랑스 / 프랑

스어
길벗어린이 le sorbier 1995년 2008

그림책 fiction 판타지
중국 /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Beijing Poplar 2001년 2011

그림책 fiction 판타지
스위스 / 프랑

스어
길벗어린이 Paquet 2001년 2006

그림책 fiction 판타지 일본 / 일본어 길벗어린이 Artone 2003년 2004

그림책 nonfiction 정보
중국 /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Zhejiang

Education
2008년 2010

그림책 fiction 판타지
스위스 / 프랑

스어
길벗어린이 Paquet 2001년 2006

그림책 fiction 판타지 일본 / 일본어 길벗어린이 Choubunsha 2001년 2005

그림책 nonfiction 생활 미국 / 영어 길벗어린이 Sound Prints 1995년 1999

그림책 nonfiction 생활 일본 / 일본어 길벗어린이 Sailor 1995년 2000

그림책 nonfiction 생활
대만 / 중국어

번체자
길벗어린이 Hsin Yi 1995년 2005

그림책 nonfiction 생활
스위스 / 독일

어
길벗어린이 Atlantis 1995년 2005

그림책 nonfiction 생활
프랑스 / 프랑

스어
길벗어린이 Syros 1995년 2006

그림책 nonfiction 생활
중국 /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Beijing Poplar 1995년 2011

그림책 fiction 정보
프랑스 / 프랑

스어
길벗어린이

Philippe

Picquier
2000년 2007

그림책 nonfiction 정보
중국 /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Zhejiang

Education
2001년 2010

그림책 fiction 학습 미국 / 영어 길벗어린이 Albert Whitman 2001년 2006

그림책 fiction 학습
스위스 / 독일

어
길벗어린이 aracari 1999년 2011

그림책 fiction 판타지 일본 / 일본어 길벗어린이 Forest Books 2001년 2005



그림책 fiction 판타지
프랑스 / 프랑

스어
길벗어린이 le sorbier 2001년 2009

그림책 fiction 판타지 일본 / 일본어 길벗어린이 Heibonsha 1997년 2005

그림책 nonfiction 학습
중국 /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Shanghai All

One Culture

Diffusion

2006년 2011

그림책 nonfiction 정보
중국 /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Zhejiang

Education
2000년 2010

그림책 nonfiction 판타지
프랑스 / 프랑

스어
길벗어린이 sarbacane 2005년 2008

그림책 fiction 생활 일본 / 일본어 길벗어린이 Choubunsha 2001년 2005

그림책 nonfiction 생활
대만 / 중국어

번체자
길벗어린이

Wisest Cultural

Enterprise
2010년 2011

그림책 fiction 판타지 일본 / 일본어 길벗어린이 Artone 1998년 2004

그림책 fiction 판타지 일본 / 일본어 길벗어린이 Forest Books 2001년 2003

그림책 nonfiction 생활
대만 / 중국어

번체자
길벗어린이

Wisest Cultural

Enterprise
2009년 2011

그림책 fiction 판타지
대만 / 중국어

번체자
길벗어린이

Wisest Cultural

Enterprise
2005년 2012

그림책 nonfiction 생활
대만 / 중국어

번체자
길벗어린이

Wisest Cultural

Enterprise
2011년 2012

그림책 nonfiction 생활
대만 / 중국어

번체자
길벗어린이

Wisest Cultural

Enterprise
2008년 2011

그림책 nonfiction 생활
대만 / 중국어

번체자
길벗어린이

Wisest Cultural

Enterprise
2006년 2011

그림책 nonfiction 학습
중국/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절강교육출판사 2008년 2011

그림책 fiction 학습
중국/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절강교육출판사 2001년 2011

그림책 nonfiction 정보
중국/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절강교육출판사 2008년 2011

그림책 nonfiction 정보
중국/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BEIJING ZITO

BOOKS
2006년 2011

그림책 nonfiction 정보
중국/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절강교육출판사 2001년 2011



그림책 nonfiction 정보
중국/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BEIJING ZITO

BOOKS
2007년 2011

그림책 nonfiction 정보
중국/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절강교육출판사 2000년 2011

그림책 nonfiction 정보
중국/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BEIJING ZITO

BOOKS
2004년 2012

그림책 nonfiction 정보
중국/ 중국어

간체자
길벗어린이

BEIJING ZITO

BOOKS
2007년 2012

그림책 nonfiction 생활
대만/ 중국어

번체자
길벗어린이

Wisest Cultural

Enterprise
2012년 2012

그림책 nonfiction 판타지 독일 / 독일어 길벗어린이
Gerstenberg

Publishing
2005년 2012

그림책 fiction 판타지 프랑스 ㈜느림보
프랑스국립미술

관연합(RNM)
2010 2010

그림책 fiction 말놀이, 생활 홍콩 ㈜느림보

Cotton Tree

Publishing

House

2006 2011

그림책 fiction 말놀이, 생활 홍콩 ㈜느림보

Cotton Tree

Publishing

House

2006 2011

그림책 fiction 말놀이, 생활 홍콩 ㈜느림보

Cotton Tree

Publishing

House

2006 2011

일반도서 fiction 판타지 프랑스 문학과지성사
Editions Autres

Temps
2000-12-20 2005-09-05

일반도서 fiction 판타지 독일 문학과지성사
Kinderbuchverla

g Wolff
2000-12-20 2008-03-10

2001

2001

2001

2001

2002

2007

2007

2007

2002/2002/200

4/2007/2008

일반도서(동화)

fiction

판타지

중국/대만/프

랑스/베트남

문학동네

신뢰/인각(INK)

印刻出版社/피끼

에 에디션/이와

사키쇼

텐/THEBOOK

프랑스 피끼에 에디션 2007



2007

2007

2007

그림책 판타지 프랑스 찬옥(플라마리옹) 2007 2007

그림책 판타지 프랑스 찬옥(플라마리옹) 2004 2007

그림책 판타지 프랑스 피끼에 에디션 2007 2008

그림책 판타지 일본 리브리오 2005 2008

일반도서(동화) 생활 프랑스 찬옥(플라마리옹) 2007 2011

일반도서 fiction 생활 프랑스 바람의아이들
L'ECOLE DES

LOISIRS
2004 2011

일반도서 fiction 판타지 독일 바람의아이들 LIT 2004 2007

일반도서 fiction 판타지 미국 바람의아이들

JAIN

PUBLISHING

COMPANY

2004 2005

일반도서 fiction 생활 프랑스 바람의아이들
L'ECOLE DES

LOISIRS
2010  확인 중

그림책 픽션 옛이야기 일본 보리 코킨샤(Kokinsha, 古今社) 1997 2001

그림책 픽션 생태,생활 일본 보리 헤이본샤(平凡社) 1999 2003

그림책 픽션 생태,생활 일본 보리 헤이본샤(平凡社) 1997 2003

그림책 픽션 생태,생활 일본 보리 헤이본샤(平凡社) 2000 2003

그림책 픽션 생태 일본 보리 헤이본샤(平凡社) 1997 2003

그림책 픽션 생태 일본 보리 헤이본샤(平凡社) 1998 2003

일반도서 논픽션 학습 중국 보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5 2005

일반도서 픽션 옛이야기 미국 보리 Bo-Leaf Books 1996 확인실패

그림책 fiction 프랑스 보림 Joker art Diffusion 2002 2006

그림책 fiction 일본 보림 Iwasaki Shoten " 2004

그림책 fiction 대만 보림 Xin Yi " 2007

그림책 fiction 프랑스 보림 Editions Chan-ok 1997 2009

그림책 fiction 일본 보림 Heibonsha Ltd. 2001 2005

일반도서 nonfiction 폴란드 보림

Wydawnictwo

Akademikie

DIALOG

2010

그림책 fiction 대만 보림 Tao sheng 2007 2010

그림책 nonfiction 일본 보림 Artone 2003 2004

그림책 fiction 보림 Kane Miller 2002(재미마주) 2002

일반도서(동화)

fiction

판타지

문학동네

프랑스 피끼에 에디션 2009/2010



그림책 fiction 벨기에 보림 Mijade 2007(보림) 2008

그림책 fiction 벨기에 보림 Mijade 2007(보림) 2012

그림책 fiction 중국 보림 Jielli " 2009

그림책 fiction 일본 보림 Medialynx Japan " 2010

그림책 fiction 멕시코 보림 Oceano Travesia 2000 2009

그림책 fiction 스위스 보림 La joie de lire 2009 2011

그림책 fiction 프랑스 보림 Editions Memo 2011 2010

그림책 fiction 베트남 보림

Publishing

house of

Writers'

Association

1995 2011

그림책 fiction 일본 보림 Heibonsha Ltd. 1996 2003

그림책 fiction 스위스 보림 Aracari Verlag 2008 2011

그림책 fiction 스위스 보림 Quiquandquoi 2001 2005

그림책 fiction 독일 보림 SchauHor Verla " 2007

그림책 fiction 멕시코 보림 Petra Ediciones " 2008

그림책 fiction 일본 보림 Kumon " 2005

그림책 fiction 일본 보림 Fukuinkan
1988(통나무)

2009(보림)
1999

그림책 fiction 프랑스 보림 passage pietons 2003 2007

그림책 fiction 일본 보림 Artone " 2004

그림책 nonfiction 프랑스 보림 Flammarion(Chan-ok) 2004 2010

그림책 nonfiction 스웨덴 보림 Tranan " 2008

그림책 fiction 일본 보림 Bronze 2008 2009

프랑스 보림 Editions Memo 2010 2010

그림책 fiction 영국 보림 Walker books 2009 2010

그림책 fiction 아일랜드 보림 Walker & company "

그림책 fiction 미국 보림 Candlewick " 2010

그림책 fiction 캐나다 보림 "

그림책 fiction 호주 보림 "

그림책 fiction 뉴질랜드 보림Gottmer Uitgevers Groep B.V. " 2010

그림책 fiction 네델란드 보림 Sauerländer " 2011

그림책 fiction 독일 보림 "

그림책 fiction 스페인 보림 Milrazones " 2011



그림책 fiction 핀란드 보림 "

그림책 fiction 프랑스 보림
Editions Thierry

Magnier
" 2011

그림책 fiction 일본 보림 Bronze 2008 2009

그림책 fiction 일본 보림 Sailor Pub. 2001 2005

그림책 nonfiction 대만 보림 Tao Sheng 2005 2008

그림책 nonfiction 중국 보림 귀주인민 " 2008

그림책 fiction 프랑스 보림 Jasmin 2005 2007

그림책 fiction 스페인 보림 Adriana Hidalgo 2009 2010

그림책 fiction 프랑스 보림 Sarbacane 2007 2009

그림책 fiction 프랑스 보림 Editions du Rouergue 2005 2007

그림책 fiction 스페인 보림 Thule " 2007

그림책 fiction 이탈리아 보림 Jaca books " 2008

그림책 fiction 대만 보림 Tao Sheng " 2006

그림책 fiction 일본 보림 KAISEI-SHA 2008 2011

그림책 fiction 프랑스 보림 Editions Chan-ok 2006 2007

그림책 픽션 대만 보림 3&3 2010 미출간

그림책 픽션 중국 보림
천진맥전

(Tianjin)
2000 2012

그림책 픽션 중국 보림
천진맥전

(Tianjin)
2008 미출간

그림책 픽션 일본 보림 ブロンズ新社 2011 2012

일반 도서 nonfiction 생활 중국 도서출판 삼성당중국소년아동신문출판사 2001 2001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대만 샘터사

Guan Pin Hong

Cultural Co., Ltd

(관품홍문화사업

유한공사)

2005 2008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태국 샘터사 nanmeebooks 2007 2012

그림책 fiction 판타지 일본 소년한길 フレーベル館 2004 2005

그림책 fiction 판타지 호주/뉴질랜드 소년한길 Wilkins Farago 2004 2006

그림책 fiction 판타지 프랑스 소년한길 Didier 2004 2007

그림책 fiction 판타지 독일/스위스 소년한길 Nordsud 2004 2007



그림책 fiction 판타지 미국/캐나다 소년한길 North-South 2004 2007

그림책 fiction 판타지 브라질 소년한길
Comboio de

Corda
2004 2012

그림책 논픽션 학습 대만 아지북스 三之三文化 2009년 2011년

그림책 fiction 생활 대만 양철북
三之三文化事業

股真有限公司
2011.1 2011.5

그림책 nonfiction 정보 중국 ㈜우리교육

北京聯合出版公

司(북경연합출판

공사)

2011년 2012년

일반도서 fiction 판타지 미국 ㈜우리교육 jain publishing 2001년 2005년

일반도서 fiction 생활 일본 ㈜우리교육 岩崎書店 2002년 2005년

그림책 fiction 생활 홍콩(마카오) 책읽는곰
新雅文化事業有

限公司
2010 2011

그림책 fiction 생활 중국 책읽는곰
天津人民美术出

版社
2010 2012

그림책 fiction 생활 태국 책읽는곰 NANMEEBOOKS 2010 2012

그림책 fiction 판타지/생활 중국 책읽는곰
天津人民美术出

版社
2011 2012

그림책 nonfiction 정보 홍콩(마카오) 책읽는곰
新雅文化事業有

限公司
2009 2011

그림책 nonfiction 정보 홍콩(마카오) 책읽는곰
新雅文化事業有

限公司
2009 2011

그림책 nonfiction 정보 홍콩(마카오) 책읽는곰
新雅文化事業有

限公司
2009 2011

그림책 nonfiction 정보 홍콩(마카오) 책읽는곰
新雅文化事業有

限公司
2009 2011

그림책 nonfiction 정보 중국 책읽는곰 新星出版社 2009 2012

그림책 nonfiction 정보 중국 책읽는곰 新星出版社 2009 2012

그림책 nonfiction 정보 중국 책읽는곰 新星出版社 2009 2012



그림책 nonfiction 정보 중국 책읽는곰 新星出版社 2009 2012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4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5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6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6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7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7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7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7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8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8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8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8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8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8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8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9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9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9 2010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9 2011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  중국 토토북
China CITIC

Press
2009 2011

일반도서 fiction 정보 중국 파란자전거 中信出版社 2007 2010

일반도서 fiction 정보 중국 파란자전거 中信出版社 2008 2010

일반도서 fiction 정보 중국 파란자전거 中信出版社 2009 2010

일반도서 fiction 정보 일본 파란자전거 合同出版 2007 2009

일반도서 fiction 정보 대만 파란자전거
guan pin hong

cultural Co.,LTD
2007 2009

일반도서 fiction 정보 대만 파란자전거
guan pin hong

cultural Co.,LTD
2008 2009

프랑스 푸른책들 Picquier Jeunesse 2004 2011

중국 푸른책들 辽宁教育出版社 2004 2011

일반도서 fiction 성장소설 중국 푸른책들 安徽文艺出版社 2012-12-20 2012-08-31

일반도서 fiction 역사소설 일본 푸른책들 梨の木舎 2010-09-10 2012년 7월

그림책 fiction 생활 프랑스 한림출판사 Flammarion 2001 2010

그림책 fiction 생활 이탈리아 한림출판사
Terre di mezzo

Editor
2012 2012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학습 일본 한림출판사 山川出版社 2009 2012

프랑스 Didier 2006

일본 小學館 2006

대만 MAC 2006

중국 上海人民美術出版社 2007

독일 Mixstvision 2009

노르웨이 Gyldendal Norsk Forlag 2010

멕시코 Libros maginar 2011

그림책 fiction 판타지 프랑스 Le Pommier 2008 2010

일본 Zuiunsya 2007

그림책 fiction 판타지

한솔수북

2004

그림책 fiction 판타지 2006



프랑스
Editions Chan-

Ok
2008

그림책 fiction 판타지 프랑스 Autrement 2004 2008

그림책 nonfiction 생활 대만
上誼文化實業股

份有限公司
2009 2007

그림책 nonfiction 학습 대만 三之三文化 2008 2009

그림책 fiction 판타지 프랑스 Le Pommier 2010 2011

그림책 fiction 판타지 대만 三之三文化 2008 2011

한솔수북

그림책 fiction 판타지

2009

2006

일반도서 nonfiction 정보/학습 중국

호남아동출판사

(Hunan Juvenile

and Children's

Publishing

House)

2006


